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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질런트 33500 시리즈 파형 발생기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이 문서에는 애질런트 33500시리즈 파형 발생기에 대한 사용자,서비스 및 프로그래밍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문서
의 최신 버전은 www.agilent.com/find/33500hel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agilent.com/find/33500mobile에
서는 모바일 장치용 최신 버전도 제공합니다.

애질런트는 설명서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agilent.com/find/33500docfeedback에
서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작동 정보

안전 및 규정 정보

모델 및 옵션

계측기 소개

빠른 시작

전면 패널 메뉴 작동

특징 및 기능

파형 생성 자습서

SCPI 프로그래밍 참조

SCPI언어 소개

SCPI명령 및 쿼리의 사전순 목록

프로그래밍 예제

명령 빠른 참조

출고 시 재설정 상태

SCPI오류 메시지

서비스 및 수리 정보

서비스 및 수리 소개

교정 및 조정

http://www.agilent.com/find/33500help
http://www.agilent.com/find/33500mobile
http://www.agilent.com/find/33500docfeedback


블록 도표

전원 공급기

문제 해결

자가 테스트 절차

교체 부품

분해

I/O 라이브러리 및 계측기 드라이버

설치 지침이 포함된 Agilent IO Libraries Suite소프트웨어는 계측기와 함께 제공된 Agilent Automation Ready CD-
ROM에 있습니다.

USB, LAN및 GPIB인터페이스 연결과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gilent Automation Ready CD-ROM의 USB/LAN/GPIB
인터페이스 연결 가이드 및 www.agilent.com/find/connectivity를 참조하십시오.

웹 인터페이스

계측기에는 내장 웹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AN을 통해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Microsoft® Internet
Explorer와 같은 Java™지원 웹 브라우저를 통한 원격 계측기 액세스 및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 사용

1. PC에서 계측기로의 LAN연결을 구성합니다.

2. PC의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3. 브라우저 주소 필드에 계측기의 IP주소나 정규화된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여 계측기 웹 인터페이스를 실행합니다.

4. 웹 인터페이스 온라인 도움말 지침을 따릅니다.

예제 프로그램

제품 페이지 웹 사이트(www.agilent.com/find/33500)에서 다양한 예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이러한 프로그램은 여러
프로그래밍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중심 프로그램입니다.이 문서에는 프로그래밍 시작을 도와 주는 프로그
래밍 예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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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Technologies에 문의

Agilent Technologies에 보증,서비스 또는 기술 지원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800) 829-4444

유럽: 31 20 547 2111

일본: 0120-421-345

www.agilent.com/find/assist에서 전 세계 애질런트 지사에 문의하는 방법을 확인하거나 애질런트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십
시오.

상표

Microsoft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Windows,Windows NT, MS
Windows및 Windows Vista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Agilent Technologies, Inc. 2012

2012년 8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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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규정 정보

안전 및 규정 정보

공지사항

©Agilent Technologies, Inc. 2012

미국 및 국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Agilent Technologie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식 또는 수단(전자 파일로 저장
및 복구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 포함)으로도 이 설명서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설명서 정보

33500-90916

초판 2012년 5월
2판 2012년 8월

Agilent Technologies, Inc.
900 S. Taft Ave.
Loveland, CO 80537 USA

상표 승인

Microsoft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Windows,Windows NT, MS
Windows및 Windows Vista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업데이트 및 라이센스

애질런트는 결함을 수정하고 제품의 개선 기능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최신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는 www.agilent.com/find/33500help를 참조하십시오. www.agilent.com/find/33500mobile에서는 모바일 장치용 최신
버전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General Public License버전 2("GPLv2")의 조건에 따라 라이센스를 받습니다.라이센스와 소
스 코드의 내용은 www.agilent.com/find/GPLV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Microsoft Windows CE를 사용합니다. Windows CE계측기에 연결된 모든 Windows기반 컴퓨터에는 최신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내용은 www.agilent.com/find/33500을 참조하십시오.

보증

이 문서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제공되며 향후 발행물에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또한 본 설명서와 설명서 내의 모
든 정보와 관련하여 애질런트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또한 본 문서 혹은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 또는 실행하여 발생하는 파생적 또는 부수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

다.애질런트와 사용자가 별도 작성한 서면 계약에 본 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보증 조건이 있다면 별도 계약의 보증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술 라이센스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에 따라 제공되며 해당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하거
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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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규정 정보

제한적 권리 범례

소프트웨어를 미국 정부 원청 계약 또는 하청 계약 시 사용하는 경우,소프트웨어는 DFAR 252.227-7014(1995년 6월)에
정의된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Commercial computer software)", FAR 2.101(a)에 정의된 "상업용 물품(commercial
item)", FAR 52.227-19(1987년 6월)에 정의된 "제한적 컴퓨터 소프트웨어(Restricted computer software)”,기타 유사 기
관 규정 또는 계약 조항에 따라 제공되며 라이센스를 받습니다.소프트웨어의 사용,복사 또는 공개는 Agilent Technologies
의 표준 상업 라이센스 조건에 따르며 미국 정부의 비 DOD부서와 기관은 FAR 52.227-19(c)(1-2)(1987년 6월)에서 정의
된 제한적 권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미국 정부 사용자는 기술 데이터에서 해당할 경우, FAR 52.227-14(1987년 6월)또
는 DFAR 252.227-7015(b)(2)(1995년 11월)에서 정의된 제한적 권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전 고지

주의 표시는 위험을 나타냅니다.이는 올바로 이행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이 손상되거나 중요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
는 작동 절차나 사용 방식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시입니다.주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만족되
지 않는 경우 작업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경고 표시는 위험을 나타냅니다.이는 올바로 이행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신체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작동 절차나 사
용 방식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시입니다.경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작업
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안전 기호

교류

프레임 또는 섀시 단자

대기 전원 공급.스위치를 꺼도 기기가 AC주전원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음

해당 문서 참조

접지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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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규정 정보

CE마크는 European Community의 등록 상표입니다.

ETL마크는 Intertek의 등록 상표입니다.

C-tick마크는 Spectrum Management Agency of Australia의 등록 상표입니다.이는
Radio Communications Act of 1992조건에 따라 Australian EMC Framework규정을 준
수한다는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최대허용치(MCV), 40 Year EPUP를 넘는 유해 물질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1SM1-A 이 문구는 계측기가 산업 과학 및 의료 그룹 1등급 A제품(CISPER 11, 4절)임을 나타냅
니다.

ICES/NMB-
001

이 문구는 캐나다 간섭-유발 장비 표준(ICES-001)을 준수하는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추가 안전 고지

본 계측기를 사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다음 일반 안전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이러한 안전 조치나 본 설명서 내의 특정 경고
또는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계측기의 설계,제조 및 용도와 관련된 안전 기준을 위반하게 됩니다. Agilent Technologies
는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반 사항

제조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사용 지침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본 제품의 보호 기능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전 확인 사항

모든 안전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십시오.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장치에 모든 항목을 연결하십시오.

계측기의 접지

본 제품에는 보호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감전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접지선을 전원 콘센트에 있는 전기 접지(안전 접지)에
단단히 연결하고,접지된 전원 케이블을 통해 계측기를 AC주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보호(접지)도체를 절단하거나 보호
접지 단자의 연결을 끊으면 감전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l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l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있는 곳에서 계측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l 수리 교육을 이수하여 관련 위험을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계측기 커버를 제거해야 합니다.계측기 커버를 분
리하기 전에 항상 전원 케이블 및 모든 외부 회로를 차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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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규정 정보

계측기 개조 금지

대용 부품을 사용하거나 제품을 무단으로 개조하지 마십시오.수리나 정비가 필요할 경우 제품을 애질런트 영업소나 수리
센터로 보내주셔야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손상된 경우

계측기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의 수리를 받을 때까지 작동을 멈추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이 계측기 또는 시스템은 각각 IEC 61010-1과 664의 설치 범주 II,오염도 2환경인 실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40°C이하,최대 상대 습도 20% ~ 80%(비응결)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이
계측기 또는 시스템은 최대 고도 2000m, 0 ~ 55°C의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술 지원

배송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보증,서비스 또는 기술 지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Agilent Technologies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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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및 옵션

모델 및 옵션

이 단원에서는 33500시리즈 계측기의 모델 및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전면 패널을 통해 옵션용 라이센스를 로드하는 방
법은 라이센스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SCPI를 통한 라이센스 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YSTem:LICense명령을 참조하십
시오.

계측기 모델

모델 설명 옵션

33521A 30MHz
한 채널

임의 파형

NISPOM보안
채널당 1MSa메모리

002 - 16MSa ARB메모리
004 - GPIB Interface
OCXO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33522A 30MHz
두 채널

임의 파형

NISPOM보안
채널당 1MSa메모리

002 - 16MSa ARB메모리
004 - GPIB Interface
OCXO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33509B 20MHz
한 채널

임의 파형 없음

OCX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추가
SEC - NISPOM &파일 보안 활성화

33510B 20MHz
두 채널

임의 파형 없음

OCX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추가
SEC - NISPOM &파일 보안 활성화

33511B 20MHz
한 채널

임의 파형

MEM - 16MSa메모리
OCX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추가
SEC - NISPOM &파일 보안 활성화

33512B 20MHz
두 채널

임의 파형

MEM - 16MSa메모리
OCX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추가
SEC - NISPOM &파일 보안 활성화
IQP - IQ베이스밴드 신호 재생기 추가

33519B 30MHz
한 채널

임의 파형 없음

OCX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추가
SEC - NISPOM &파일 보안 활성화

33520B 30MHz
두 채널

임의 파형 없음

OCX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추가
SEC - NISPOM &파일 보안 활성화

33521B 30MHz
한 채널

임의 파형

MEM - 16MSa메모리
OCX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추가
SEC - NISPOM &파일 보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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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및 옵션

모델 설명 옵션

33522B 30MHz
두 채널

임의 파형

MEM - 16MSa메모리
OCX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추가
SEC - NISPOM &파일 보안 활성화
IQP - IQ베이스밴드 신호 재생기 추가

한 채널 또는 두 채널 업그레이드

모델 설명

335BW1U 한 채널 모델의 경우 대역폭이 30MHz로 증가함

335BW2U 두 채널 모델의 경우 대역폭이 30MHz로 증가함

335ARB1U 한 채널 모델에 임의 파형 추가

335ARB2U 두 채널 모델에 임의 파형 추가

335MEM1U 한 채널 모델의 경우 16MSa메모리

335MEM2U 두 채널 모델의 경우 16MSa메모리

33500U-OCX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추가

335SECU NISPOM및 파일 보안 추가

335IQPU IQ베이스밴드 신호 재생기 추가

33522B-DST 데모용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옵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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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Technologies에 문의

Agilent Technologies에 문의

Agilent Technologies에 보증,서비스 또는 기술 지원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800) 829-4444

유럽: 31 20 547 2111

일본: 0120-421-345

www.agilent.com/find/assist에서 전 세계 애질런트 지사에 문의하는 방법을 확인하거나 애질런트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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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정보

작동 정보

계측기 소개

빠른 시작

전면 패널 메뉴 설명

특징 및 기능

파형 생성 자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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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소개

계측기 소개

Agilent Technologies 33500시리즈는 내장 임의 파형 및 펄스 기능을 갖춘 합성 파형 발생기 시리즈입니다.

계측기 개요

전면 패널 개요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개요

전면 패널 숫자 입력

후면 패널 개요

애질런트 문의 방법

계측기 개요

벤치탑 및 시스템 기능이 조합된 이 계측기는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편리한 벤치탑 기능

l 16가지 표준 파형

l 내장 16비트 임의 파형 기능

l 조정 가능한 에지 시간을 포함한 정확한 펄스 파형 기능

l 수치 및 그래픽 화면이 포함된 LCD디스플레이

l 사용하기 쉬운 노브 및 숫자 키패드

l 사용자 정의 이름의 계측기 상태 저장소

l 미끄럼 방지 받침대가 있는 견고하고 휴대성 높은 케이스

유연한 시스템 기능

l 다운로드 가능한 1M포인트 또는 옵션인 16M포인트 임의 파형 메모리

l USB, GPIB및 LAN원격 인터페이스(모델 33521A및 33522A의 경우 GPIB는 옵션임)

l LXI Class C호환

l SCPI(Standard Commands for Programmable Instruments)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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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소개

전면 패널 개요

품목 설명

1 USB포트

2 On/Off스위치

3 디스플레이

4 메뉴 소프트키

5 고정 기능 버튼

(7개 키가 포함된 열)

6 Manual Trigger버튼

7 Sync커넥터

8 숫자 키패드

9 채널 1및 채널 2
(모델에 따라 다름)

10 노브 및 커서 화살표

전면 패널 키 또는 소프트키를 누르고 있으면 상황에 맞는 도움말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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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소개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개요

품목 설명

1 채널 1정보

2 채널 2정보(모델에 따라 다름)

3 파형 파라미터

4 파형 디스플레이

5 스위프 또는 버스트 파라미터

6 소프트키 레이블

전면 패널 숫자 입력

두 가지 방법으로 전면 패널에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l 노브와 커서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노브를 돌리면 숫자가 바뀝니다(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숫자가
증가).노브 아래의 화살표를 사용하면 커서가 이동합니다.

l 키패드를 사용하여 숫자를 입력하고 소프트키로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키를 사용하면 숫자 부호가 바뀝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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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소개

후면 패널 개요

품목 설명

1 외부 10MHz기준 입력

2 내부 10MHz기준 출력

3 GPIB커넥터

4 섀시 접지

5 계측기 케이블 잠금 장치

6 AC전원

7 외부 변조 입력

8 입력: External Trig/Gate/FSK/Burst

9 USB Interface커넥터

10 LAN(Local Area Network)커넥터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원 코드의 접지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접점 전원 콘센트만 사
용할 수 있으면 계측기의 섀시 접지 나사(위 그림 참조)를 양호한 접지 지점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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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빠른 시작

이 단원에서는 계측기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l 계측기 사용 준비

l 운반 손잡이 조정

l 출력 주파수 설정

l 출력 진폭 설정

l DC오프셋 전압 설정

l 하이 레벨 및 로우 레벨 값 설정

l DC전압 출력

l 사각 파형의 듀티 사이클 설정

l 펄스 파형 구성

l 저장된 임의 파형 선택

l 내장 도움말 시스템 사용

l 랙에 계측기 장착

계측기 사용 준비

1. 다음 품목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가까운 애질런트 영업소나 애질런트 공인 리셀러에 문의하십시
오.

l 전원 코드(대상 국가용)
l 교정 증명서
l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제품 참조 CD(제품 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 예제,설명서)
l Agilent Automation-Ready CD (Agilent IO Libraries Suite)
l USB 2.0케이블

참고:모든 제품 설명서는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제품 참조 CD에 있습니다.
www.agilent.com/find/33500help에서도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www.agilent.com/find/33500mobile에서
는 모바일 장치용 최신 버전도 제공합니다.

2. 전원 코드와 LAN, GPIB또는 USB케이블을 원하는 대로 연결합니다.전면 패널의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눌러 계측기를 켭니다.계측기에서 전원 켜기 자가 테스트를 실행한 다음 도움말을 얻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현재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GPIB옵션이 설치 및 활성화된 경우 GPIB주소도 표시됩니다.

계측기의 기본 기능은 50Ω터미네이션에 대한 입력 시 1kHz, 100mVpp사인 파형입니다.전원을 켤 때 채널 출력 커넥터는
비활성 상태입니다.채널 커넥터의 출력을 활성화하려면 채널 커넥터 위의 키를 누른 다음 Output Off/On소프트키를 누
릅니다.

계측기가 켜지지 않으면 전원 코드가 단단히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전원이 켜지면 전원 라인 전압이 자동으로 감지됩
니다.또한 계측기가 전력이 공급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전원 스위치 아래의 LED가 꺼져 있으면 AC전
원이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LED가 주황색이면 계측기에 AC전원이 연결되고 대기 모드인 상태이며,녹색이면 계측기가
켜진 상태입니다.
전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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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전원 켜기 자가 테스트가 실패하면 디스플레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ERR이 표시됩니다.또한 "Check for error
messages in the error queue."라는 메시지도 표시됩니다.

오류 코드에 대한 내용은 SCPI오류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서비스를 위해 계측기를 반송하는 지침은 서비스 및 수리 -소
개를 참조하십시오.

계측기를 끄려면 전원 스위치를 약 500ms동안 누르고 있습니다.이는 전원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계측기가 꺼지는 것을 방
지하는 기능입니다.

운반 손잡이 조정

손잡이 양쪽을 잡고 바깥쪽으로 당긴 다음 손잡이를 돌립니다.

출력 주파수 설정

기본 주파수는 1kHz입니다.주파수는 변경할 수 있으며 Hz대신 주기 단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브로 주파수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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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숫자 키패드로 주파수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파수 단위를 선택합니다.

단위를 주파수가 아닌 주기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출력 진폭 설정

계측기의 기본 기능은 50Ω터미네이션에 대한 입력 시 1kHz, 100mVpp사인 파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진폭을 50mVpp로 변경합니다.

1. [Units] > Amp/Offs또는 High/Low를 눌러 현재 Amp/Offs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표시되는 진폭은 전원 켜기 값 또는 이전에 선택한 진폭입니다.기능을 변경할 때 현재 값이 새로운 기능에 유효하다면
동일한 진폭이 사용됩니다.전압을 진폭 및 오프셋으로 지정할지 하이 및 로우 값으로 지정할지 선택하려면 [Units]를
누른 다음 둘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이 경우에는 Amp/Offs가 강조 표시되도록 합니다.

2. 원하는 진폭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Parameters] > Amplitude를 누릅니다.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숫자 50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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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3. 원하는 단위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단위에 해당하는 소프트키를 누릅니다.단위를 선택하면 표시된 진폭의 파형이 계측기에서 출력됩니다(출력이
활성화된 경우).이 예제에서는 mVpp를 누릅니다.

노브 및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Units소프트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진폭을 손쉽게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려면 [Units] > Ampl As를 누르고
원하는 단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DC 오프셋 전압 설정

전원을 켤 때 DC오프셋은 0V입니다.다음 단계에서는 오프셋을 -1.5VDC로 변경합니다.

1. [Parameters] > Offset을 누릅니다.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은 전원 켜기 값 또는 이전에 선택한 오프셋입니다.기능을 변경할 때 현재 값이 새로운 기능에 유
효하다면 동일한 오프셋이 사용됩니다.

2. 원하는 오프셋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1.5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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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3. 원하는 단위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단위에 해당하는 소프트키를 누릅니다.단위를 선택하면 표시된 오프셋의 파형이 계측기에서 출력됩니다(출력
이 활성화된 경우).이 예에서는 V를 누르십시오.전압이 아래에 나온 것처럼 설정됩니다.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 레벨 및 로우 레벨 값 설정

앞서 설명한 대로 진폭과 DC오프셋 값을 설정하여 신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신호를 하이(최대)및 로우(최소)값으로 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이 방법은 대개 디지털 분야에서 더 편리합니다.다음 예에서는 하이 레벨을 1.0V로,로우 레벨을 0.0V
로 설정하겠습니다.

1. [Units] > Ampl/Offs를 눌러 아래에 나와 있는 대로 High/Low로 전환합니다.

2. "High Level" 값을 설정합니다.
[Parameters] > High Level을 누릅니다.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으로 1.0V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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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값을 입력하려면 V단위 소프트키를 선택해야 합니다.

3. Low Level소프트키를 누르고 값을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값으로 0.0V를 입력합니다.

이러한 설정(하이 레벨 = 1.0V,로우 레벨 = 0.0V)은 진폭 1.0Vpp,오프셋 500mV의 설정과 같습니다.

DC 전압 출력

50Ω으로 입력하는 경우 -5V ~ +5V사이,고임피던스 로드로 입력하는 경우 -10V ~ +10V사이의 일정한 DC전압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1. [Waveforms] > More > DC를 누릅니다.
Offset값이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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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는 전압 오프셋을 입력합니다.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1.0을 입력한 다음 키패드를 사용한 경우 V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사각 파형의 듀티 사이클 설정

전원을 켤 때 사각 파형 듀티 사이클 기본값은 50%입니다.듀티 사이클은 16ns의 최소 펄스 폭 사양에 따라 제한됩니다.다
음 절차에서는 듀티 사이클을 75%로 변경합니다.

1. 사각 파형 기능을 선택합니다.
[Waveforms] > Square를 누릅니다.

2. Duty Cycle소프트키를 누릅니다.
표시되는 듀티 사이클은 전원 켜기 값 또는 이전에 선택한 백분율입니다.듀티 사이클은 사이클 중에서 사각 파형이 하
이 레벨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3. 원하는 듀티 사이클을 입력합니다.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듀티 사이클 값으로 75를 선택합니다.숫자 키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입력
을 완료하려면 Percent를 누릅니다.계측기가 즉시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고 지정한 값의 사각 파형을 출력합니다(출
력이 활성화된 경우).

펄스 파형 구성

가변 펄스 폭 및 에지 시간을 가진 펄스 파형을 출력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다음 단계에서는 펄스 폭 10ms,
에지 시간 50ns의 주기 500ms펄스 파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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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펄스 기능을 선택합니다.
[Waveforms] > Pulse를 눌러 펄스 기능을 선택합니다.

2. 펄스 주기를 설정합니다.
[Units]키를 누른 다음 Frequency/Period를 눌러 Period를 선택합니다.그런 후에 [Parameters] > Period를
누릅니다.주기를 500ms로 설정합니다.

3. 펄스 폭을 설정합니다.
[Parameters] > Pulse Width를 누릅니다.그런 다음 펄스 폭을 10ms로 설정합니다.펄스 폭은 상승 에지의 50%
임계값에서 다음 하강 에지의 50%임계값에 이르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4. 두 에지에 대해 모두 에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Edge Time소프트키를 누른 다음 선행 에지와 후행 에지의 에지 시간을 모두 50ns로 설정합니다.에지 시간은 각 에
지의 임계값 10%에서 임계값 90%사이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저장된 임의 파형 선택

비휘발성 메모리에는 Cardiac, D-로렌츠,지수 하강,지수 상승,가우스, Haversine,로렌츠,음의 램프,싱크의 9가지 내장
임의 파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전면 패널에서 내장 "지수 하강"파형을 선택합니다.사용자 정의 임의 파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임의 파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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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veforms] > Arb > Arbs를 누릅니다.

2. Select Arb를 선택하고 노브를 사용하여 Exp_Fall을 선택합니다. Select를 누릅니다.

내장 도움말 시스템 사용

내장 도움말 시스템은 모든 전면 패널 키 또는 메뉴 소프트키에서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또한 몇 가지 전면 패널
작동에 도움이 되는 도움말 항목 목록도 제공됩니다.

기능 키에 대한 도움말 정보 확인

[Waveforms]같은 소프트키 또는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메시지에 디스플레이 크기보다 많은 정보가 포함된 경우 아래
쪽 화살표 소프트키를 누르거나 노브를 사용하면 나머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Done을 누르면 도움말이 종료됩니다.

도움말 항목의 목록을 봅니다.

[System] > Help를 누르면 사용 가능한 도움말 항목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목록을 스크롤하려면 위쪽 및 아래쪽 화살
표 소프트키를 누르거나 노브를 사용하십시오.Get HELP on any key항목을 선택하고 Select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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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을 누르면 도움말이 종료됩니다.

표시되는 메시지에 대한 도움말 정보를 봅니다.

한계가 초과되거나 기타 올바르지 않은 구성이 발견되면 계측기에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내장 도움말 시스템은 가장 최근
에 표시된 메시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System] > Help를 누릅니다.그런 다음 View the last
message displayed항목을 선택하고 Select를 누릅니다.

Done을 누르면 도움말이 종료됩니다.

지역별 언어 도움말

모든 메시지,상황에 맞는 도움말 및 도움말 항목은 영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일본어,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제공됩니다.메뉴 소프트키 라벨과 상태 표시줄 메시지는 번역되지 않습니다.지역별 언어
를 선택하려면 [System] > System Setup > User Settings > Help Lang을 누릅니다.그런 다음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랙에 계측기 장착

두 가지 옵션 키트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계측기를 표준 19인치 랙 캐비닛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이 두 키트에는 각각 지침과
장착용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동일한 크기의 Agilent System II계측기를 계측기 옆의 랙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계측기를 랙에 장착하기 전에 운반 손잡이와 전면 및 후면 고무 범퍼를 제거하십시오.

손잡이를 분리하려면 손잡이를 수직 위치로 돌려 양끝을 바깥쪽으로 당기십시오.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25



빠른 시작

고무 범퍼를 분리하려면 모서리 부분을 잡아당겨 벗겨내십시오.

전면 후면(아래에서 본 모습)

계측기 한 대를 랙 장착하려면 어댑터 키트 5063-9240을 주문하십시오.

랙에 두 계측기를 나란히 장착하려면 잠금 링크 키트 5061-8769와 플랜지 키트 5063-9212를 주문하십시오. 랙 캐
비닛 내의 지지 레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과열을 방지하려면 계측기에서 배출되거나 계측기로 유입되는 공기 흐름을 차단하지 마십시오.적절한
내부 공기 흐름이 가능하도록 계측기 후면,측면 및 바닥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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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패널 메뉴 작동 소개

이 단원에서는 전면 패널 키 및 메뉴를 소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특징 및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l 전면 패널 메뉴 설명

l 출력 터미네이션 선택

l 계측기 재설정

l 변조된 파형 출력

l FSK파형 출력

l PWM파형 출력

l 주파수 스위프 출력

l 버스트 파형 출력

l 스위프 또는 버스트 트리거

l 계측기 상태 저장

l LAN구성 절차

l 임의 파형 설정

출력 터미네이션 선택

계측기에서는 전면 패널 채널 출력 커넥터에서 50Ω의 고정 직렬 출력 임피던스를 제공합니다.실제 로드 임피던스가 지정
된 값과 다르면 표시되는 진폭과 오프셋 레벨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로드 임피던스 설정은 단순히 표시되는 전압과 예상
로드가 일치함을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1. 채널 출력 키를 눌러 채널 구성 화면을 엽니다.화면 상단 탭에 현재 출력 터미네이션 값(이 예에서는 모두 50Ω)이 표시
됩니다.

2. 출력 터미네이션을 지정합니다.

3. Output Load를 누릅니다.

4. 원하는 출력 터미네이션을 선택합니다.

5. 노브 또는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로드 임피던스를 선택하거나 Set to 50 Ω또는 Set to High Z를 누릅니다.

계측기 재설정

계측기를 출고 시 기본 상태로 재설정하려면 [System] > Store/Recall > Set to Defaults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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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파형 출력

변조된 파형은 반송파 및 변조 파형으로 구성됩니다. AM(진폭 변조)의 경우 반송파 진폭이 변조 파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예에서는 변조 깊이 80%의 AM파형을 출력합니다.반송파는 5kHz사인 파형이 되며 변조 파형은 200Hz사인 파형이 됩니
다.

1. 기능, 주파수 및 반송파 진폭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Waveforms] > Sine을 누릅니다. Frequency,Amplitude,Offset소프트키를 눌러 반송파를
구성합니다.이 예에서는 진폭 5Vpp,오프셋 0V의 5kHz사인 파형을 선택합니다.

진폭은 Vpp, Vrms또는 dBm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AM을 선택합니다.
Modulate를 누른 다음 Type소프트키를 사용하여 "AM"을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Modulate를 눌러 변조를 켭니다.
Modulate버튼에 불이 켜지며 디스플레이 왼쪽 상단에 "AM Modulated by Sine"이라는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변조 깊이를 설정합니다.
AM Depth소프트키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을 80%로 설정합니다.

4. 변조 파형 형태를 선택합니다.
Shape를 눌러 변조 파형의 형태를 선택합니다.이 예에서는 사인 파형을 선택합니다.

5. More > AM Freq를 누릅니다.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을 200Hz로 설정합니다.숫자 키패드를
사용한 경우 Hz를 눌러 숫자 입력을 완료합니다.

FSK 파형 출력

FSK변조를 사용하여 두 가지 사전 설정 값 사이로 출력 주파수를 "전환"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두 주파수("
반송파 주파수"및 "홉 주파수")사이에 출력이 전환되는 속도는 내부 속도 발생기 또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결정됩니다.이 예에서는 FSK속도 100Hz을 기준으로 "반송파"주파수를 3kHz로, "홉"주파수를 500Hz로 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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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 주파수 및 반송파 진폭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Waveforms] > Sine을 누릅니다. Frequency,Amplitude,Offset소프트키를 눌러 반송파를
구성합니다.이 예에서는 진폭 5Vpp,오프셋 0V의 5kHz사인 파형을 선택합니다.

2. FSK를 선택합니다.
Modulate를 누른 다음 Type소프트키를 사용하여 FSK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Modulate를 눌러 변조를 켭니다.디
스플레이 왼쪽 상단에 "FSK Modulated"라는 상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 "홉"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Hop Freq소프트키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을 500Hz로 설정합니다.숫자 키패드
를 사용하는 경우 Hz키를 눌러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4. FSK "전환" 속도를 설정합니다.
FSK Rate소프트키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을 100Hz로 설정합니다.

이때 계측기는 FSK파형을 출력합니다.

PWM 파형 출력

펄스 폭 변조(PWM)파형을 출력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WM은 펄스 파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펄스 폭은 변
조 신호에 따라 변경됩니다.펄스 폭이 변경되는 양을 폭 편차라고 하며,파형 주기의 백분율(즉,듀티 사이클)또는 시간 단
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듀티 사이클 20%의 펄스를 지정하고 편차 5%의 PWM을 활성화하면 듀티 사이클이 변
조 신호의 제어 하에 15%에서 25%까지 변화합니다.

펄스 폭에서 펄스 듀티 사이클로 변경하려면 [Units]를 누르십시오.

이 예에서는 5Hz사인 파형 변조 파형으로 1kHz펄스 파형에 해당하는 펄스 폭 및 펄스 폭 편차를 지정합니다.

1. 반송파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Waveforms] > Pulse를 누릅니다. Frequency,Amplitude,Offset, Pulse Width및 Edge Times 소프트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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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반송파를 구성합니다.이 예에서는 진폭 1Vpp,오프셋 0,펄스 폭 100µs,에지 시간 50ns(선행 및 후행 모두)
의 1kHz펄스 파형을 선택합니다.

2. PWM을 선택합니다.
Modulate > Type > PWM을 누릅니다.그런 다음 첫째 소프트키(Modulate)를 눌러 변조를 켭니다.디스플레이 왼
쪽 상단 모서리에 "PWMModulated by Sine"이라는 상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 폭 편차를 설정합니다.
Width Dev소프트키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을 20µs로 설정합니다.

4. 변조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PWM Freq소프트키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을 5Hz로 설정합니다.

5. 변조 파형 형태를 선택합니다.
Shape를 눌러 변조 파형의 형태를 선택합니다.이 예에서는 사인 파형을 선택합니다.

실제 PWM파형을 보려면 오실로스코프로 출력해야 합니다.그러면 펄스 폭의 변화(이 예에서는 80µs에서 120µs로)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변조 주파수가 5Hz이면 편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스위프 출력

주파수 스위프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스위프 속도에서 계측기가 시작 주파수로부터 정지 주파수로 이동합니다.선형
또는 로그 공백,또는 주파수 목록을 사용하여 주파수 내에서 위아래로 스위프할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50Hz ~ 5kHz사
이의 스위프 사인 파형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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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프의 함수와 진폭을 선택합니다.
스위프의 경우 사인,사각,램프,펄스,삼각 또는 PRBS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임의 파형,노이즈 및 DC는 사용 불
가).이 예에서는 진폭 5Vpp의 사인 파형을 선택합니다.

2. 스위프 모드를 선택합니다.
[Sweep]를 누른 다음 둘째 소프트키에서 현재 선형 스위프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weep 소프트키를
눌러 스위프를 켭니다.현재 채널의 탭 상단에 Linear Sweep라는 상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버튼도 켜집니다.

3. 시작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Start Freq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을 50Hz로 설정합니다.

4. 정지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Stop Freq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을 5kHz로 설정합니다.

이때 출력이 활성화된 경우 계측기는 50Hz ~ 5kHz의 연속 스위프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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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주파수 및 주파수 스팬을 사용하여 스위프의 스위프 주파수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파라미터는 위에 나
와 있는 시작 주파수 및 정지 주파수와 유사하며 보다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면 중심 주파수
를 2.525kHz로,주파수 스팬을 4.950kHz로 설정하십시오.

주파수 스위프를 생성하려면 [Trigger]를 두 번 누르십시오.처음 누르면 트리거가 수동 모드가 되며,둘째로 누르면 트리
거가 전송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스위프 또는 버스트 트리거를 참조하십시오.

버스트 파형 출력

버스트라는 지정된 사이클 수의 파형을 출력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내장 타이머 또는 후면 패널 Ext Trig커
넥터의 신호 레벨을 사용하여 버스트 사이에 경과되는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버스트 주기 20ms의 3사이
클 사인 파형을 출력합니다.

1. 버스트의 함수와 진폭을 선택합니다.
버스트 파형의 경우 사인,사각,램프,펄스,임의 파형,삼각 또는 PRBS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노이즈는 "게이트"
버스트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DC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예에서는 진폭 5Vpp의 사인 파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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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Burst] > Burst Off/On을 누릅니다.현재 채널 탭에 N Cycle Burst, Trig Imm이라는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3. 버스트 카운트를 설정합니다.
# of Cycles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카운트를 "3"으로 설정합니다.숫자 키패드를 사용한 경
우 Enter를 눌러 데이터 입력을 완료합니다

4. 버스트 주기를 설정합니다.
Burst Period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값을 20ms로 설정합니다.버스트 주기는 한
버스트의 시작에서 다음 버스트의 시작에 이르는 시간을 설정합니다.이때 계측기는 20ms의 간격으로 연속 3사이클
버스트를 출력합니다.

[Trigger]키를 눌러 지정된 카운트의 단일 버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스위프 또는 버스트 트리거를 참
조하십시오.

외부 게이트 신호를 사용하여 게이트 버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이 경우 입력에 게이트 신호가 있는 동안에는 버스트가
생성됩니다.

스위프 또는 버스트 트리거

전면 패널에서 스위프 및 버스트에 대해 서로 다른 4가지 트리거 유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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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즉시 또는 "자동"(기본값):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를 선택하면 계측기에서 연속적으로 출력합니다.

l 외부:트리거링이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 의해 제어됩니다.

l 수동: [Trigger]를 누를 때마다 단일 스위프 또는 버스트가 개시됩니다.계측기를 다시 트리거하려면 [Trigger]를 계
속해서 누릅니다.

l 타이머:일정한 시간마다 하나 이상의 트리거를 실행합니다.

스위프 또는 버스트가 켜진 경우 [Trigger]를 누르면 트리거 메뉴가 표시됩니다. [Trigger]키에 불이 켜진 상태(계속 켜
짐 또는 깜박임)는 채널 하나 또는 두 채널 모두가 수동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트리
거 메뉴를 선택한 것이며 깜박이면 트리거 메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계측기가 원격 상태일 때는 [Trigger]키가
비활성화됩니다.

버튼에 불이 계속 켜져 있을 때 [Trigger]를 누르면 수동 트리거가 수행됩니다.버튼이 깜박일 때 [Trigger]를 누르면 트리
거 메뉴가 선택되며,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수동 트리거가 수행됩니다.

계측기 상태 저장

계측기 상태를 원하는 수만큼의 상태 파일(확장자 .sta)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백업용으로 상태를 저장할 수도 있고 USB드
라이브에 상태를 저장한 다음 다른 계측기에서 상태를 로드하여 여러 계측기의 구성이 일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저장
되는 상태에는 선택한 기능,주파수,진폭, DC오프셋,듀티 사이클,대칭 및 사용 중인 변조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휘발성
임의 파형은 계측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1. 원하는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2. 선택한 위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문자를 추가하려면 커서가 기존 이름의 오른쪽에 올 때까지 오른쪽 커서 키를 누른 다음 노브를 돌리십시오.문자를 삭
제하려면 대문자 A전에 있는 공백 문자가 나올 때까지 노브를 돌리십시오.커서 위치에서 줄 끝까지 모든 문자를 삭제
하려면 [+/-]를 누르십시오.숫자 키패드에서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계측기 상태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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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상태를 복원(검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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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패널 메뉴 설명

이 단원에서는 전면 패널 메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전면 패널 메뉴 사용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파형 선택

l 사인

l 사각

l 램프

l 펄스

l 임의

l 삼각

l 노이즈

l PRBS

l DC

파형 관련 파라미터 구성

l 주기/주파수

l 진폭 또는 하이/로우 전압

l 오프셋

l 위상

l 듀티 사이클

l 대칭

l 펄스 폭

l 에지 시간

l 임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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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역폭

l PRBS데이터

l 비트 레이트

단위 및 파라미터 기본 설정 지정

l 주파수 또는 주기

l 전압(진폭/오프셋 또는 하이/로우)

l 전압 단위

l 펄스 폭 또는 듀티 사이클

l 주파수 스위프(중심/스팬 또는 시작/정지)

변조 파라미터 구성

l 변조 켜기 또는 끄기

l 변조 유형: AM, FM, PM, PWM, BPSK, FSK, Sum

l 변조 소스

l 변조 파라미터

주파수 스위프 파라미터 구성

l 스위프 켜기 또는 끄기

l 선형,로그 또는 주파수 목록

l 스위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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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작/정지 주파수 또는 중심/스팬 주파수

l 드웰,홀드 및 복귀 시간

버스트 파라미터 구성

l 버스트 켜기 또는 끄기

l 버스트 모드:트리거(N사이클)또는 외부 게이트

l 버스트당 사이클(1 ~ 100,000,000또는 무한)

l 버스트의 시작 위상각(-360° ~ +360°)

l 버스트 주기

계측기 상태 저장 및 호출

l 비휘발성 메모리에 계측기 상태 저장

l 저장소 위치에 사용자 정의 이름 할당

l 저장된 계측기 상태 호출

l 저장된 계측기 상태 삭제

l 모든 계측기 설정을 출고 시 기본값으로 복원

l 계측기의 전원 켜기 구성 선택(최종 전원 차단 또는 출고 시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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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I/O 인터페이스 구성

l LAN켜기 및 끄기

l LAN구성(IP주소 및 네트워크 구성)

l LAN재설정

l USB설정 지정

l GPIB주소 선택

계측기 파라미터 구성

l 계측기 교정

l 자가 테스트 수행

l 기준 오실레이터 구성

l 계측기 메모리 지우기(NISPOM보안)

시스템 관련 매개변수 구성

l 화면 레이아웃 설정

l 전면 패널 메시지 및 도움말 텍스트에 사용할 지역별 언어 선택

l 디스플레이의 숫자에서 마침표와 숫자를 사용할 방법 선택

l 디스플레이 켜기 및 끄기

l 오류 신호음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l 화면 보호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l 디스플레이 밝기 조정

l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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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날짜 및 시간 설정

l 파일 및 폴더 관리(복사,이름 변경,삭제 등)

l 스크린샷 캡처

도움말 항목 목록 표시

l 마지막에 표시된 메시지 보기

l 원격 명령 오류 대기열 보기

l 키에 대한 도움말 열기

l 기술 지원을 받는 방법 확인

l 일련 번호, IP주소,펌웨어 버전 등의 "정보"데이터 보기

채널 활성화 및 구성

l 채널 켜기 및 끄기

l 메뉴의 포커스가 될 채널 지정

l 출력 터미네이션(1Ω ~ 10kΩ또는 무한)선택

l 진폭 범위 자동 조정 활성화/비활성화

l 파형 극성 선택(일반 또는 반전)

l 전압 한계 지정

l 출력이 일반인지 게이트인지 지정

l 듀얼 채널 작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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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설정 구성

l 불이 켜진 경우 수동 트리거 수행

l 스위프,버스트 또는 임의 파형 진행에 사용할 트리거 소스 지정

l 트리거 카운트 및 지연 지정

l 외부 트리거 소스의 기울기(상승 또는 하강 에지)지정

l 트리거 출력 신호의 기울기(상승 또는 하강 에지)지정

l "Sync"커넥터로부터의 신호 출력 활성화/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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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구성 절차
LAN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통신을 구축하려면 몇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IP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LAN인터페이스 통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할 수 있
습니다.

1. "I/O" 메뉴를 선택합니다.
[System] > I/O Config를 누릅니다.

2. LAN Settings 메뉴를 선택합니다.
LAN Settings소프트키를 누릅니다.

Modify Settings를 선택하여 LAN설정을 변경하거나, LAN서비스를 켜고 끄거나, LAN설정을 기본값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3. Modify Settings를 누릅니다.

이 화면에 있는 대부분의 항목에 액세스하려면 첫째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DHCP에서 Manual로 전환해야 합니다.
DHCP서버가 발견되었고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DHCP가 켜져 있으면 계측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통해 IP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또한 DHCP는 필요할 경우 서브넷 마
스크와 게이트웨이 주소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이 방법은 계측기에서 가장 쉽게 LAN통신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DHCP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 "IP 설정"을 구성합니다.
DHC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첫째 소프트키가 Manual로 설정된 경우) IP주소(서브넷 마스크와 게이트웨이 주소도 포
함될 수 있음)를 비롯한 IP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IP Address및 Subnet Mask버튼은 메인 화면에 있으며 More
를 눌러 게이트웨이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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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 하는 IP주소,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모든 IP주소에는
"nnn.nnn.nnn.nnn"형식의 도트 표기가 사용되며 여기서 각 "nnn"은 0 ~ 255범위의 바이트 값입니다.숫자 키패드
를 사용하여 새 IP주소를 입력할 수 있으며 노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키패드를 사용하여 숫자와 마침표 구분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왼쪽 커서 키가 백스페이스 키로 사용됩니다.선행 0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5. "DNS 설정" 구성(옵션)
DNS(Domain Name Service)는 도메인 이름을 IP주소로 변환하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네트워크 관리자에게 DNS가
사용 중인지,사용 중이라면 사용할 호스트 이름,도메인 이름, DNS서버 주소가 무엇인지 문의하십시오.

a. "호스트 이름"을 설정합니다.Host Name을 누르고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호스트 이름은 도메인 이름의
호스트 부분이며, IP주소로 변환됩니다.호스트 이름은 문자열로 입력되며 노브와 커서 키를 사용하여 문자를 선택
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호스트 이름에는 문자,숫자,대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키패드는 숫자에 한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b. "DNS서버"주소를 설정합니다. LAN구성 화면에서 More를 눌러 세 소프트키 집합 중 둘째 집합으로 이동합니다.

Primary DNS및 Second DNS를 입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IP 주소 및 도트 표기에 대한 추가 설명

PC의 웹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선행 0이 있는 바이트 값을 8진수(기준 8)숫자로 해석하므로 도트 표기 주소
("nnn.nnn.nnn.nnn",여기서 "nnn"은 0 ~ 255사이의 바이트 값)를 표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192.168.020.011"의 경우 8진수에서 ".020"은 "16"으로, ".011"은 "9"로 해석되므로 실제로 10진수 "192.168.16.9"
에 해당합니다.혼동을 피하려면 선행 0이 없는 10진수 값(0 ~ 255)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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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파형 설정

임의 파형 설정

계측기에는 임의 파형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내장 파형 편집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전압 값을 직접 편집하거나 최대
12가지 다른 유형의 표준 파형 조합을 사용하여 이러한 파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습서에서는 기본 파형을 생성 및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내장 파형 삽입

1. [Waveforms] > Arb > Arbs를 눌러 내장 파형 편집기를 시작합니다. Edit New를 눌러 기본 파일 이름을 수락한 후
Start Editor를 누릅니다.정확히 8포인트의 0VDC파형이 생성됩니다.

2. Insert Built-in > Choose Wave를 누릅니다.노브 또는 노브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D-Lorentz를 선택
하고 OK를 누릅니다.키패드와 키패드에 입력을 시작하면 나타나는 V소프트키를 사용하여 Amplitude를 2V로 설정
한 다음 OK를 누릅니다.이제 파형에는 108개의 포인트가 포함됩니다. 100포인트의 D-로렌츠 파형이 처음 8포인트
앞에 삽입되었기 때문입니다.

3. 방금 적용한 변경 내용을 실행 취소해보겠습니다. [System] > Undo를 누릅니다.원래 8포인트/0V파형이 복원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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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파형 설정

4. 다시 D-로렌츠 파형을 넣으려면 Redo를 누르십시오.그런 다음 Done을 누르면 종료됩니다.

5. 이제 사인 파형을 삽입해 보겠습니다.먼저 Choose Wave를 누릅니다. Sine(기본값)이 강조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
고 OK를 누릅니다.화면에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움말은 Parameter Help를 누르십시오.그
런 다음 Done을 누르면 도움말 화면이 종료됩니다.

6. 숫자 키패드와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Amplitude를 3.5V로, Cycles를 4로, Points를 200으로
설정합니다.다른 모든 설정은 기본값으로 두고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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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첫째 소프트키, Select Point #가 강조 표시됩니다.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숫자 270을 입력하고 Enter를 눌러 270
째 파형 포인트에 마커를 배치합니다.

8. Choose Wave를 누르고 Square를 선택한 다음 OK를 누릅니다.진폭을 3V로,오프셋을 -2V로,사이클을 8로,포인
트를 100으로 설정하고 OK를 누릅니다.마커 시작 부분에 8개의 사각 파형 사이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주의하십시
오.Done을 누릅니다.

파형 특성 편집

1. Edit Params를 누른 다음 Sampling Rate를 100 Sa/s로 설정합니다. Cycle Period를 누르고 4.08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이는 파형에 샘플 포인트가 408개 있으며 샘플링 속도가 100Sa/s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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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ycle Period를 2.04초로 변경한 다음 Sampling Rate를 누릅니다.그러면 408포인트 파형을 2.04초 내에 재생할
수 있도록 샘플링 속도가 200Sa/s로 설정됩니다.

3. Done을 누르면 파라미터 편집 화면이 종료됩니다. Edit Points를 누르면 Point #소프트키가 강조 표시됩니다.숫자
160을 입력하고 Enter를 눌러 마커를 이동합니다.

4. Voltage를 누르고 선택한 포인트의 전압을 4.2V로 변경합니다. Point #를 누르고 포인트 마커를 150으로 변경하여
마커를 포인트 밖으로 옮깁니다. Enter를 눌러 포인트 150의 입력을 완료하면 방금 포인트 160에 생성한 파형에 4.2V
의 이상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소/확대 및 이동

1. 포인트를 자세히 보려면 [System] > Pan/Zoom Control을 누르십시오.첫째 소프트키는 Horizontal로 설정되어
있으며,이는 실행하려는 축소/확대 작업이 수평(시간)축에서 일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Zoom을 500%으로 변경하
면 사인 파형의 이상 현상이 더 뚜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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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 첫째 소프트키를 Vertical로 설정하여 수직 방향으로 축소/확대합니다. Zoom을 500%로 설정합니다.전압 축에
서 축소/확대를 실행했지만 사인 파형에서 4.2V이상 현상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아래쪽입니다.

3. 파형의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Pan을 누르고 Pan을 3V로 설정합니다.이제 4.2V포인트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
다.

4. 다시 전체 파형을 보려면 Show All을 누르십시오.그런 다음 Done을 누르고 다시 Done을 누르면 Edit Points화면
으로 복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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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삽입 , 제거 , 복사 및 붙여넣기

1. Insert Point를 15번 누르고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주시하십시오.동일한 전압 레벨에서 15개의 새로운 파형 포인트
가 생깁니다.

2. Point #를 220으로 변경하고 Remove Point를 20번 누르면서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주시하면 포인트가 파형에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전압 표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Advanced Edit > Edit Via Table을 누르십시오. Point #를
200으로 설정하고 포인트 200의 Voltage를 3V로 설정합니다.노브를 사용하여 행 사이를 이동하고 포인트 205및
210의 Voltage를 3V로 설정한 다음 Done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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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금 파형에 만든 3V스파이크 3개가 포인트 200, 205, 210에 위치함을 확인하십시오.

5. Cut/Copy Paste를 누르고 Marker 1을 150으로 설정합니다.그런 다음 첫째 소프트키를 눌러 Marker를 Marker
2로 변경합니다.Marker 2를 300으로 설정합니다.마커에 의해 정의되는 범위가 이제 검정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6. Copy를 누른 다음 Paste에 이어 At Start를 누릅니다.이제 복사한 부분이 파형의 시작 위치에 복제되었습니다.

7. Paste > At End를 누릅니다.이제 파형의 동일한 부분이 맨 끝부분에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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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제 Paste를 누르고 Point #를 500으로 변경합니다.그런 다음 OK를 누르면 파형의 동일한 부분이 포인트 500에
붙여넣기됩니다.Done을 누르면 Cut/Copy메뉴가 종료됩니다.

연산 수행

내장 파형 편집기를 사용하여 파형에 수학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먼저 마커를 설정하여 파형에서 수정할 범위를 정
의해야 합니다.그러면 파형의 해당 부분에 다른 파형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수 있으며 다른 파형과 관계없이 파형을 변환
할 수 있습니다.

1. Perform Math를 누릅니다.Marker 1을 400으로,Marker 2를 500으로 설정합니다.

2. Add를 누른 다음 Haversine및 OK를 선택합니다.Amplitude를 3V로, Offset을 0V로 설정하고 OK를 누릅니다.이
제 Haversine가산의 결과로 강조 표시된 부분이 중앙 부분에서 솟아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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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Multiply를 누르고 Sine파형을 선택합니다(OK누름). Cycles를 2로 설정하고 OK를 누릅니다.

4. 이제 Marker 1을 200으로,Marker 2를 600으로 설정합니다.

5. Advanced Math > Mirror > OK를 누릅니다.

6. Invert,Absolute, Scale등의 다른 Advanced Math기능을 시도하여 계속 인터페이스를 익히십시오.자세한 내용을 보
려면 Operation Help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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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기능

이 단원에서는 전면 패널과 원격 인터페이스 작동을 비롯한 계측기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전면 패널 메뉴 참조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CPI명령 및 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PI프로그래밍 참조를 참조하십시오.이 단
원에서는 다음에 대해 다룹니다.

출력 구성

펄스 파형

진폭 변조(AM)및 주파수 변조(FM)

위상 변조(PM)

FSK(Frequency-Shift Keying)변조

펄스 폭 변조(PWM)

총량 변조

주파수 스위프

버스트 모드

트리거링

듀얼 채널 작동

시스템 관련 작동

원격 인터페이스 구성

외부 타임베이스 기준

내장 파형 편집기

이 설명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기본"상태 및 값은 동일합니다.기본 상태 및 값은 전원 차단 호출 모드를 활성화하지 않았다
는 전제 하에 전원 켜기 기본 상태를 의미합니다(계측기 상태 저장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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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구성

이 단원에서는 출력 채널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출력 구성과 연관된 대부분의 명령은 특정 채널을 나타내기 위해
SOURce1:또는 SOURce2:로 시작합니다.이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기본값인 채널 1이 사용됩니다.예를 들어 VOLT
2.5는 채널 1에서 출력을 2.5V로 설정하고, SOUR2:VOLT 2.5는 채널 2에서 출력을 2.5V로 설정합니다.

계측기 디스플레이에는 각 채널 출력 구성의 다양한 측면이 요약되어 있는 각 채널에 대한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채널 계측기에서 채널 1의 탭은 노란색이고 채널 2의 탭은 녹색입니다.

출력 기능

계측기에는 표준 파형 8개가 포함됩니다.이 8개 파형은 사인,사각,램프,펄스,삼각형,노이즈, PRBS(의사 임의 이진 시퀀
스)및 DC입니다.임의 파형 9개도 내장되어 있으며,내장 파형 편집기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파형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
다.

아래 표에는 변조,스위프 및 버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변조 또는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
을 선택하면 변조 또는 모드가 비활성화됩니다.

반송파 AM FM PM FSK BPSK PWM 총량 버스트 스위프

사인 및 사각 • • • • • • • •

펄스 • • • • • • • • •

삼각 및 램프 • • • • • • • •

가우스 노이즈 • • •a

PRBS • • • • •

임의 파형 • • •b •b • • •

시퀀스 • •

(a)게이트된 버스트에 한함

(b)전체 파형이 아닌 샘플 클럭에 적용됨

l 주파수 한계:기능을 변경하면 주파수가 새 기능의 주파수 한계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l 진폭 한계:출력 단위가 Vrms또는 dBm일 때 기능을 변경하면 파형 형태의 변동으로 인해 새 기능에 대한 진폭이 최대
값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5Vrms사각 파형(50Ω에서)을 사인으로 변경하면 진폭이 사인의 상한인
3.536Vrms으로 변경됩니다.

l 진폭과 오프셋을 합한 값이 계측기의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값을 한계 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설정한 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 상한 및 하한 출력 전압을 지정하여 테스트 대상 장치(DUT)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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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파형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l 예를 들어 DC신호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DC출력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l SCPI: FUNCtion {SIN|SQU|RAMP|PULSe|NOIS|DC|PRBS|ARB}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출력 주파수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출력 주파수 범위는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모든 기능에 대한 기본 주파수는 1kHz).

기능 최소 주파수 최대 주파수

사인 1µHz 30MHz

사각 1µHz 30MHz

램프/삼각 1µHz 200kHz

펄스 1µHz 30MHz

PRBS 1µbps 50Mbps

임의 1µSa/s 250M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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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파수 한계:기능을 변경하면 주파수가 새 기능의 주파수 한계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l 버스트 한계:내부적으로 트리거되는 버스트의 경우 최소 주파수는 126µHz입니다.

l 듀티 사이클 한계:사각 파형 및 펄스의 경우 듀티 사이클이 16ns의 최소 펄스 폭 사양으로 제한됩니다.예를 들어 1kHz
에서는 듀티 사이클을 펄스 폭이 100ns가 되는 0.01%까지 하향 설정할 수 있습니다. 1MHz에서는 최소 듀티 사이클이
1.6%, 10MHz에서는 16%가 됩니다.현재 듀티 사이클을 생성할 수 없는 주파수로 변경할 경우 듀티 사이클이 최소 펄
스 폭 사양을 만족하도록 조정됩니다.

l 전면 패널:

l 주기 설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l SCPI:[SOURce[1|2]:]FREQuency {<frequency>|MIN|MAX}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출력 진폭

기본 진폭은 모든 기능에서 100mVpp(50Ω에서)입니다.

l 오프셋 전압 한계:아래에는 진폭과 오프셋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50Ω로드의 경우 Vmax는 ±5V이고 고임피던
스 로드의 경우 Vmax는 ±10V입니다.

Vpp< 2(Vmax – |Voffset|)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진폭이 10Vpp일 때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OUTPut
[1|2]:LOAD INF)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진폭이 20Vpp로 2배가 됩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진폭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은 실제 출력 전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표시되는 값
과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쿼리한 값만 변경합니다.실제 출력 전압은 연결된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l 단위 선택으로 인한 한계:진폭 한도가 선택한 출력 단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단위가
Vrms또는 dBm일 때 여러 함수의 파고율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Vrms사각 파형(50Ω으로 입
력)을 사인 파형으로 변경하면 계측기에서 진폭을 3.536Vrms(Vrms단위의 사인 파형 상한)로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진폭은 Vpp, Vrms또는 dBm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출력 터미네이션이 고임피던스로 설정된 경우에는 출력
진폭을 dBm단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출력 단위를 참조하십시오.

l 임의 파형 한계:임의 파형의 경우 파형 데이터 포인트가 출력 DAC(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않으면 진폭이 제한됩니다.예를 들어 내장 "싱크"파형은 값의 전체 범위를 사용하지 않으며,따라서 최대 진폭이
6.087Vpp(50Ω으로 입력)로 제한됩니다.

l 진폭을 변경하면 출력 감쇠기 전환으로 인해 특정 전압에서 출력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진폭은 출력 전
압이 범위 전환 중에 현재 설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됩니다.이러한 중단을 방지하려면 VOLTage:RANGe:AUTO
OFF를 사용하여 전압 범위 자동 조정을 비활성화하십시오.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범위 자동 조정이 자동으로 활성화
됩니다.

l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설정하면 파형 진폭 및 오프셋도 설정됩니다.예를 들어 하이 레벨을 +2V로,로우 레벨을 -3V
로 설정하면 결과 진폭이 5Vpp(오프셋 -500mV)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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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C신호의 출력 레벨은 오프셋 전압(DC오프셋 전압)에 의해 제어됩니다. DC레벨은 ±5V(50Ω로드에서)또는 ±10V
(고임피던스 로드에서)사이일 수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l SCPI:
VOLTage {<amplitude>|MINimum|MAXimum}

VOLTage:HIGH {<voltage>|MINimum|MAXimum}

VOLTage:LOW {<voltage>|MINimum|MAXimum}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DC 오프셋 전압

기본 오프셋은 모든 기능에서 0V입니다.

l 진폭으로 인한 한계: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피크 출력 전압(DC+ AC)은 계측
기 출력 정격(50Ω로드에서 ±5V또는 개방 회로에서 ±10V)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max는 선택한 출력 터미네이션(50Ω로드의 경우 5V
또는 고임피던스 로드의 경우 10V)에 해당하는 최대 피크 전압입니다.

|Voffset| < Vmax - Vpp/2

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으면 계측기는 해당 전압을 지정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DC전압으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변경해도 계
측기 출력 단자의 전압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값과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쿼리한 값만 변경됩
니다.계측기 출력의 전압은 계측기에 연결된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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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임의 파형 한계:임의 파형의 경우 파형 데이터 포인트가 출력 DAC(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않으면 진폭이 제한됩니다.예를 들어 내장 "싱크"파형은 값의 전체 범위를 사용하지 않으며,따라서 최대 진폭이
6.087Vpp(50Ω으로 입력)로 제한됩니다.

l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설정하면 파형 진폭 및 오프셋도 설정됩니다.예를 들어 하이 레벨을 +2V로,로우 레벨을 -3V
로 설정하면 결과 진폭이 5Vpp(오프셋 -500mV)가 됩니다.

l DC전압 레벨을 출력하려면 DC전압 기능(FUNCtion DC)을 설정한 다음 오프셋 전압(VOLTage:OFFSet)을 설정합니
다.사용 가능한 값은 ±5VDC(50Ω으로 입력 시)또는 ±10VDC(개방 회로로 입력 시)입니다.계측기가 DC모드이면 진
폭을 설정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l 전면 패널:

l SCPI:
[SOURce[1|2]:]VOLTage:OFFSet {<offset>|MIN|MAX}

[SOURce[1|2]:]VOLTage:HIGH {<voltage>|MIN|MAX}

[SOURce[1|2]:]VOLTage:LOW {<voltage>|MIN|MAX}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출력 단위

출력 진폭에 한해 적용됩니다.

l 출력 단위: Vpp(기본값), Vrms또는 dBm.

l 설정은 휘발성입니다.

l 단위 선택은 전면 패널 및 원격 인터페이스 작동에 모두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원격으로 "VRMS"를 선택하면 전면 패
널에도 단위가 "VRMS"로 표시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이 고임피던스로 설정된 경우에는 진폭 단위가 dBm일 수 없습니다. dBm을 계산하려면 제한된 로드
임피던스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단위가 Vpp로 변환됩니다.

l 두 단위 사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Vpp를 Vrms단위의 동등한 값으로 변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사인 파형의 경우 변환된 값은 707.1mVrms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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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l SCPI:VOLTage:UNIT {VPP|VRMS|DBM}

출력 터미네이션

계측기에서는 전면 패널 채널 출력 커넥터에서 50Ω의 고정 직렬 출력 임피던스를 제공합니다.실제 로드 임피던스가 지정
된 값과 다르면 표시되는 진폭과 오프셋 레벨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로드 임피던스 설정은 단순히 표시되는 전압과 예상
로드가 일치함을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은 1Ω ~ 10kΩ또는 무한이며 기본값은 50Ω입니다.각 채널 상단에 있는 탭에 이 설정 값이 표시됩니
다.

l 50Ω터미네이션을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개방 회로로 터미네이션하는 경우 출력은 지정한 값의 2배가 됩니다.예를 들
어 DC오프셋을 100mVDC로 지정하고 50Ω로드를 지정했지만 개방 회로로 터미네이션하는 경우 실제 오프셋은
200mVDC가 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변경하면 표시되는 출력 진폭 및 오프셋이 조정되며 오류는 생성되지 않습니다.진폭이 10Vpp
일 때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OUTPut[1|2]:LOAD INF)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진폭이 20Vpp
로 2배가 됩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진폭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출력 터미네이
션 설정은 실제 출력 전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표시되는 값과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쿼리한 값만 변경합니다.실제
출력 전압은 연결된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이 고임피던스인 경우 단위는 Vpp로 변환됩니다.

l 전압 한계가 활성화된 경우 계측기에서 한계를 적용할 터미네이션 설정을 알 수 없으므로 출력 터미네이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전압 한계를 비활성화하고 새 터미네이션 값을 설정한 다음 전압 한계를 조정하고 전압 한계를
다시 활성화하십시오.

l 전면 패널:

l SCPI:OUTPut[1|2]:LOAD {<ohms>|INFinity|MIN|MAX}

듀티 사이클(사각 파형)

사각 파형의 듀티 사이클은 파형이 하이 레벨일 때(파형이 반전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의 사이클당 시간 비율입니다.펄스
듀티 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펄스 파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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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듀티 사이클 80% 듀티 사이클

l 듀티 사이클은 저주파수에서는 0.01% ~ 99.99%이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범위가 감소합니다.휘발성 메모리에 저장
되며 기본값은 50%입니다.

l 이 설정은 다른 기능으로 변경할 때 기억됩니다.변조 사각 파형에는 항상 50%의 듀티 사이클이 사용됩니다.듀티 사
이클 설정은 사각 파형 반송파에만 적용됩니다.

l 전면 패널:

키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Percent를 눌러 완료합니다.

l SCPI:FUNCtion:SQUare:DCYCle {<percent>|MIN|MAX}

APPLy명령을 사용하여 듀티 사이클을 50%로 설정합니다.

대칭(램프 파형)

램프 파형에 한해 적용됩니다.대칭이란 램프 파형이 상승할 때(파형이 반전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의 사이클당 비율을 나타
냅니다.

0% 대칭 100% 대칭

l 대칭(기본값 100%)은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며 다른 파형으로 및 다른 파형에서 변경할 때 기억됩니다.

l 램프가 AM, FM, PM또는 PWM용 변조 파형이면 대칭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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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그런 후에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Symmetry옵션을 선택하면 노브 또는 키패드를 사용하여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Percent를 눌러 완료합니다.

l SCPI:FUNCtion:RAMP:SYMMetry {<percent>|MIN|MAX}

APPLy명령을 사용하여 대칭을 100%로 설정합니다.

전압 범위 자동 조정

범위 자동 조정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며 계측기는 최적의 감쇠기 설정을 선택합니다.범위 자동 조정이 비활성화되면 계측
기에서는 현재 감쇠기 설정을 사용하며 감쇠기 릴레이를 스위칭하지 않습니다.

l 범위 자동 조정을 비활성화하여 진폭을 변경할 때 감쇠기 스위칭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시적인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

다.그러나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l 진폭을 범위 자동 조정이 일어날 범위 변경 이하로 줄이면 진폭 및 오프셋 정밀도와 분해능(및 파형 충실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 범위 자동 조정이 켜져 있을 때 최소 진폭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 범위 자동 조정이 꺼져 있을 때는 일부 계측기 사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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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l SCPI:VOLTage:RANGe:AUTO {OFF|ON|ONCE}

APPLy명령을 사용하여 범위 자동 조정을 항상 활성화합니다.

출력 제어

기본적으로 전원이 켜지면 다른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채널 출력이 비활성화됩니다.채널 출력을 활성화하려면 아래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채널 출력을 활성화하면 해당 채널 버튼에 불이 켜집니다.

l 외부 회로에서 채널 출력 커넥터에 과도한 전압을 적용하면 계측기에서 오류 메시지가 생성되며 출력이 비활성화됩니

다.출력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오버로드를 제거하고 채널을 다시 켜십시오.

l 전면 패널:

l SCPI:OUTPut[1|2] {OFF|ON}

APPLy명령을 사용하여 채널 출력 커넥터를 항상 활성화합니다.

파형 극성

일반 모드(기본값)에서는 파형이 사이클 시작 부분에서 양으로 이동합니다.반전된 모드에서는 파형이 반대로 이동합니다.

l 아래 나온 것처럼 파형은 오프셋 전압에 비례하여 반전됩니다.파형이 반전되어도 오프셋 전압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
로 유지됩니다.

오프셋 전압 없음 오프셋 전압 있음

l 반전된 파형과 연결된 동기 신호는 반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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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또는

l SCPI:OUTPut[1|2]:POLarity {NORMal|INVerted}

동기 출력 신호

전면 패널 Sync커넥터에서 동기 출력이 제공됩니다.모든 표준 출력 기능(DC및 노이즈 제외)에 관련 동기 신호가 연결됩
니다.동기 신호를 출력하지 않으려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Sync커넥터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동기 신호는 2채널 계
측기에서 출력 채널 중 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동작

l 기본적으로 동기 신호는 채널 1에서 발생되어 Sync커넥터(활성화됨)로 라우팅됩니다.

l 동기 신호가 비활성화되면 Sync커넥터의 출력 레벨이 로직 "로우"가 됩니다.

l 동기 신호의 극성은 OUTPut:SYNC:POLarity {INVerted|NORMal}로 지정됩니다.

l 파형을 반전(파형 극성 참조)해도 연결된 동기 신호가 반전되지는 않습니다.

l 사인,펄스,램프,사각 및 삼각 파형의 경우 동기 신호는 사이클 전반부에서는 "하이"이고 후반부에서는 "로우"인 사각
파형입니다.동기 신호의 전압은 로드 임피던스가 1kΩ를 초과할 때 TTL호환됩니다.

l 임의 파형의 경우 동기 신호는 파형 시작 부분에서는 상승하고 파형 중간에서는 하강합니다. MARKer:POINt를 사용해
동기 신호가 "로우"로 전환되는 임의 파형 내의 지점을 지정하면 이 기본 동작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변조

l 내부적으로 변조되는 AM, FM, PM및 PWM의 경우 동기 신호는 일반적으로 변조 파형(반송파 아님)을 기준으로 하며,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동기 신호는 변조 파형의 전반부에서 TTL "하이"가 됩니다.내부 변조를 통해 변
조할 때 OUTPut:SYNC:MODE {CARRier|NORMal|MARKer}명령을 사용하면 반송파를 따르도록 동기 신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외부적으로 변조되는 AM, FM, PM및 PWM의 경우 동기 신호는 일반적으로 반송파(변조 파형 아님)를 기준으로 하며,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

l 동기 신호가 항상 반송파를 따르도록 일반 동기 동작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OUTPut[1|2]:SYNC:MODE CARRier).

l FSK의 경우 동기 신호는 "홉"주파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동기 신호는 "홉"주파수로 전환될 때 TTL "하이"가 됩니다.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63



출력 구성

스위프

l 스위프 모드에서 사용되는 마커의 설정은 동기 신호 설정보다 우선합니다.따라서 마커와 스위프 모드를 둘 다 활성화
하면 동기 신호 설정이 무시됩니다.

l Marker Off상태인 주파수 스위프의 경우 동기 신호는 항상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동기 신호는 스위프
의 시작 시에 TTL "하이",스위프의 중간 지점에서 "로우"가 됩니다.동기 신호는 스위프와 동기화되지만 타이밍에 재준
비 시간이 포함되므로 스위프 시간과 같지는 않습니다.

l Marker On상태의 주파수 스위프에서는 동기 신호가 스위프 시작 시에 TTL "하이"이고 마커 주파수에서 "로우"입니다.
이는 OUTPut[1|2]:SYNC:MODE MARKER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스트

l 트리거 버스트의 경우 동기 신호는 버스트가 시작될 때 TTL "하이"입니다.동기 신호는 지정된 사이클 수가 종료될 때
TTL "로우"가 됩니다(파형에 연결된 시작 위상이 있을 경우 제로 크로싱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음).무한 카운트 버스트
의 경우 동기 신호는 연속 파형과 동일합니다.

l 외부 게이트 버스트의 경우 동기 신호는 외부 게이트 신호를 따릅니다.하지만 신호는 마지막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
TTL "로우"가 되지 않습니다(파형에 연결된 시작 위상이 있을 경우 제로 크로싱이 아닐 수도 있음).

동기 출력 구성

l 전면 패널:
동기 끄기와 켜기를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동기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l SCPI:
OUTPut:SYNC {OFF|ON}

OUTPUT[1|2]:SYNC:MODE {CARRier|NORMal|MARKer}

OUTPUT[1|2]:SYNC:POLARITY {NORMAL|INVerted}

OUTPUT:SYNC:SOURCE {CH1|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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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파형

아래 나온 것처럼 펄스 파형 또는 사각 파형은 주기,펄스 폭,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로 구성됩니다.

주기

l 주기는 최대 주파수의 역수(~ 1,000,000초)이고 기본값은 1ms입니다.

l 계측기에서 지정한 주기에 맞도록 필요할 경우 펄스 폭과 에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펄스 파형을 선택합니다.

주파수 대신 주기를 선택합니다.

주기를 설정합니다.

l SCPI:[SOURce[1|2]:]FUNC:PULS:PER {<seconds>|MIN|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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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폭

펄스 폭은 펄스 상승 에지의 50%임계값에서 다음 하강 시간의 50%임계값까지의 시간입니다.

l 펄스 폭은 16ns ~ 1,000,000초입니다.아래 제한을 참조하십시오.기본 펄스 폭은 100µs입니다.

l 또한 지정한 펄스 폭은 주기와 최소 펄스 폭의 차이보다 작아야 합니다.

l 계측기에서 지정된 주기에 맞도록 펄스 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l SCPI:FUNCtion:PULSe:WIDTh {<seconds>|MINimum|MAXimum}

펄스 듀티 사이클

펄스 듀티 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듀티 사이클 = 100(펄스 폭)/주기

펄스 폭은 펄스 상승 에지의 50%임계값에서 다음 하강 시간의 50%임계값까지의 시간입니다.

l 펄스 듀티 사이클은 0.01% ~ 99.99%입니다.아래 제한을 참조하십시오.기본값은 10%입니다.

l 펄스 듀티 사이클은 최소 펄스 폭(Wmin)에 따라 결정되는 다음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계측기에서 지정한 주기
에 맞도록 펄스 듀티 사이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듀티 사이클 > 100(16ns)/주기

및

듀티 사이클 < 100(1 – (16ns/주기))

l 에지 > 8.4ns(최소 에지 시간)를 달성하려면 펄스 폭이 20ns이상이어야 합니다.에지가 길수록 최소 펄스 폭이 커집니
다.따라서 에지가 길면 짧은 에지보다 듀티 사이클이 제한됩니다.

l 전면 패널:

펄스 기능을 선택합니다.

듀티 사이클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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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파형

듀티 사이클을 입력합니다.

l SCPI:FUNCtion:PULSe:DCYCle {<percent>|MIN|MAX}

에지 시간

에지 시간은 펄스의 선행 및 후행 에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전환 시간을 설정합니다.에지 시간은 10% ~ 90%임
계값 사이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l 에지 시간은 8.4ns ~ 1μs이고 기본값은 10ns입니다.

l 지정한 에지 시간은 위에 나온 것처럼 지정한 펄스 폭 내에 속해야 합니다.계측기에서 지정된 펄스 폭에 맞도록 에지 시
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l SCPI:
FUNC:PULS:TRAN:LEAD {<seconds>|MIN|MAX}

FUNC:PULS:TRAN:TRA {<seconds>|MIN|MAX}

FUNC:PULS:TRAN[:BOTH] {<seconds>|MIN|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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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 변조(AM) 및 주파수 변조(FM)
변조된 파형은 반송파 및 변조 파형으로 구성됩니다. AM의 경우 반송파 진폭이 변조 파형의 전압 레벨에 따라 변합니다. FM
의 경우에는 반송파 주파수가 변조 파형의 전압 레벨에 따라 변합니다.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 2
채널 계측기에서는 한 채널이 다른 채널을 변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전에 AM또는 FM을 선택하십시오.변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조를 참조하십시오.

AM 또는 FM 선택

l 계측기는 한 채널에서 하나의 변조 모드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M또는 FM을 활성화하면 다른 변조는 모두 꺼집니
다. 2채널 모델에서는 2개 채널의 변조가 서로 독립적이며 계측기가 2개 채널의 변조된 파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자
세한 내용은 PHASe:SYNChronize및 COMBine:FEED를 참조하십시오.

l 계측기에서는 AM또는 FM을 스위프 또는 버스트와 함께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AM또는 FM을 활성화하면 스위프와 버
스트가 꺼집니다.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l 전면 패널:

또는

그런 다음 변조를 켭니다.

파형은 현재 반송파 및 변조 파형 설정을 사용하여 출력됩니다.

l SCPI:
AM:STATe {OFF|ON}
FM:STATE (OFF|ON)

반송파 형태

l AM또는 FM반송파 형태는 사인(기본값),사각,램프,펄스,삼각,노이즈, PRBS또는 임의 파형입니다. DC는 반송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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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M의 경우 반송파 주파수는 항상 주파수 편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편차를 반송파 주파수보다 크게 설정하면 계
측기에서 편차를 반송파 주파수와 같게 설정합니다.

l 반송파 주파수 +편차는 선택한 기능의 최대 주파수 + 100kHz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편차를 올바르지 않은 값으로 설
정하면 계측기에서 편차를 현재 반송파 주파수에 허용되는 최대값으로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전면 패널:

그런 다음 파형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l SCPI:
FUNCtion {SINusoid|SQU|PULS|RAMP|TRI|ARB|NOISe|PRBS}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반송파 주파수

최대 반송파 주파수는 아래 나온 것처럼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기본값은 모든 기능에서 1kHz입니다.임의 파형 "주파수"
또한 FUNCtion:ARBitrary:SRATe명령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 최소 주파수 최대 주파수

사인 1µHz 30MHz

사각 1µHz 30MHz

램프 1µHz 200kHz

펄스 1µHz 30MHz

PRBS 1mBPS 50mPBS

노이즈 BW 1 mHz 30MHz

임의 1µSa/s 250MSa/s

l 전면 패널:

l SCPI: [SOURce[1|2]:]FREQuency {<frequency>|MIN|MAX}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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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파형 형태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AM/FM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두 채널 계측기에서는 한 채널을 다른 채널로 변조할 수 있습니
다.

노이즈를 노이즈로, PRBS를 PRBS로,임의 파형을 임의 파형으로 변조할 수는 없습니다.

l 변조 파형 형태(내부 소스)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l 사인 파형

l 50%듀티 사이클의 사각 파형  

l 대칭이 100%인 UpRamp  

l 대칭이 50%인 삼각  

l 대칭이 0%인 DnRamp  

l 노이즈 -화이트 가우스 노이즈

l PRBS -의사 임의 비트 시퀀스(다항식 PN7)

l Arb -임의 파형

l 전면 패널:

또는

그런 다음 변조 형태를 선택합니다.

l SCPI:
AM:INTernal:FUNCtion{SIN|SQU|RAMP|NRAM|TRI|NOIS|PRBS|ARB}

FM:INTernal:FUNCtion {SIN|SQU|RAMP|NRAM|TRI|NOIS|PRBS|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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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파형 주파수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

l 변조 주파수(내부 소스)는 신호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1µHz ~ 30MHz범위입니다.

l 변조 주파수(외부 소스)는 0 ~ 100kHz입니다.

l 전면 패널:

또는

그런 다음 노브 및 키패드를 사용하여 AM또는 FM주파수를 입력합니다.

l SCPI:
[SOURce[1|2]:]AM:INTernal:FREQ {<freq>|MIN|MAX}

[SOURce[1|2]:]FM:INTernal:FREQ {<freq>|MIN|MAX}

변조 깊이(AM)

변조 깊이는 진폭 변동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0%깊이에서는 진폭이 반송파 진폭 설정의 1/2입니다. 100%깊이에서는
진폭이 변조 파형에 따라 반송파 진폭의 0%에서 100%로 변화합니다.

l 변조 깊이는 0% ~ 120%이고 기본값은 100%입니다.

l 100%이상의 깊이에서도 계측기의 출력(50Ω로드에 입력)은 ±5V피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00%이상의 변조 깊
이를 달성하려면 출력 반송파 진폭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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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l SCPI:AM:DEPTh {<depth_in_percent>|MIN|MAX}

DSSC(Double Sideband Suppressed Carrier) AM

계측기는 "Normal"과 DSSC(Double Sideband Suppressed Carrier)의 두 가지 진폭 변조 형식을 지원합니다. DSSC의 경우
변조 신호에 0을 넘는 진폭이 없을 경우 반송파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AM:DSSC {ON|OFF}.

주파수 편차(FM)

주파수 편차 설정은 반송파 주파수를 기준으로 변조된 파형의 주파수 피크 변동을 나타냅니다.

반송파가 PRBS일 때,주파수 편차는 설정된 주파수의 1/2에 해당하는 비트 레이트 변화를 일으킵니다.예를 들어, 10kHz의
편차는 5KBPS의 비트 레이트 변화에 해당합니다.

l 주파수 편차는 1µHz ~ (반송파 주파수)/2이며 기본값은 100Hz입니다.

l FM의 경우 반송파 주파수는 항상 주파수 편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편차를 반송파 주파수보다 크게 설정하면 계
측기에서 편차를 반송파 주파수와 같게 설정합니다.

l 반송파 주파수 +편차는 선택한 기능의 최대 주파수 + 100kHz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편차를 올바르지 않은 값으로 설
정하면 계측기에서 편차를 현재 반송파 주파수에 허용되는 최대값으로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전면 패널

l SCPI:FM:DEViation {<peak_deviation_in_Hz>|MIN|MAX}

변조 소스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두 채널 계측기에서는 한 채널을 다른 채널로 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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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변조 소스:내부(기본값),다른 채널 또는 외부입니다.외부 변조 소스는 최대 100kHz까지 가능합니다.

l 외부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 파형이 반송파를 변조합니다.변조 깊이(AM)또는 주파수 편차(FM)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외부 변조 입력의 대역폭은 -3dB에서 100kHz입니다.

l AM예제:변조 깊이 100%에서 변조 신호가 +5V일 때 출력은 최대 진폭이 됩니다.변조 신호가 -5V일 때는 출력이 최
소 진폭이 됩니다.

l FM예제:편차가 10kHz일 때 +5V신호 레벨은 주파수 10kHz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음의 신호 레벨은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 아래로 낮춥니다.

l 전면 패널

AM또는 FM을 활성화한 후에 표시된 것처럼 변조 소스를 선택합니다.

l SCPI:
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F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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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변조(PM)
변조된 파형은 반송파 및 변조 파형으로 구성됩니다. PM은 FM과 거의 유사하지만 PM의 경우 변조된 파형의 위상이 변조 파
형의 순간 전압에 따라 변화됩니다.

위상 변조의 기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습서 -변조를 참조하십시오.

위상 변조 선택

l 변조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PM을 활성화하면 이전 변조 모드가 비활성화됩니다.

l PM을 활성화하면 스위프 및 버스트가 꺼집니다.

l 전면 패널:

파형은 현재 반송파 및 변조 파형 설정을 사용하여 출력됩니다.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l SCPI:PM:STATe {OFF|ON}

반송파 형태

l PM반송파 형태는 사인(기본값),사각,램프,삼각,펄스, PRBS또는 임의 파형입니다.노이즈 또는 DC는 반송파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l 전면 패널:

그런 다음 노이즈 또는 DC를 제외한 파형을 선택합니다.

l SCPI: FUNCtion {SIN|SQUare|TRIangle|RAMP|PULSe|PRBS|ARB}

l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l 반송파가 임의 파형이면 변조가 임의 파형 샘플 집합에 정의된 전체 사이클이 아니라 샘플 "클럭"에 영향을 줍니다.이
로 인해 임의 파형에 펄스 변조를 적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반송파 주파수

최대 반송파 주파수는 아래 나온 것처럼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기본값은 모든 기능에서 1kHz입니다.반송파 주파수는 피
크 변조 주파수의 20배보다 커야 합니다.

기능 최소 주파수 최대 주파수

사인 1µHz 3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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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최소 주파수 최대 주파수

사각 1µHz 30MHz

램프/삼각 1µHz 200kHz

펄스 1µHz 30MHz

PRBS 1MBPS 50MPBS

임의 1µSa/s 250MSa/s

l 전면 패널:

, 또는 기타 Frequency키

Frequency키를 선택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l SCPI:[SOURce[1|2]:]FREQuency {<frequency>|MIN|MAX}

l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변조 파형 형태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

l 변조 파형 형태(내부 소스)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l 사인 파형

l 50%듀티 사이클의 사각 파형  

l 대칭이 100%인 UpRamp  

l 대칭이 50%인 삼각  

l 대칭이 0%인 DnRamp  

l 노이즈 -화이트 가우스 노이즈

l PRBS -의사 임의 비트 시퀀스(다항식 PN7)

l 임의 파형

l 노이즈를 변조 파형 형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노이즈 또는 DC를 반송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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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l SCPI:PM:INTernal:FUNCtion {SIN|SQU|RAMP|NRAMp| TRI|NOIS|PRBS|ARB}

변조 파형 주파수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외부 변조 입력은 100kHz에서 대역폭이 -3dB입니다.

l 변조 주파수(내부)는 1µHz ~ 30MHz이며 기본값은 10Hz입니다.

l 전면 패널:

그런 다음 변조 파형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l SCPI:[SOURce[1|2]:]PM:INT:FREQ {<freq>|MIN|MAX}

위상 편차

위상 편차 설정은 반송파를 기준으로 변조된 파형의 위상 피크 변동을 나타냅니다.위상 편차는 0 ~ 360도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기본값 180).

l 전면 패널:

그런 다음 위상 편차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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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변조(PM)

l SCPI:PM:DEViation {<deviation_in_degrees>|MIN|MAX}

반송파가 임의 파형일 경우 편차가 샘플 클럭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전체 임의 파형에 대한 영향은 표준 파형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감소의 정도는 임의 파형에 포함된 포인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조 소스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

l 변조 소스:내부(기본값),다른 채널 또는 외부입니다.외부 변조 소스는 최대 100kHz까지 가능합니다.

l 외부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반송파가 외부 파형으로 변조됩니다.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에 있는 ±5V신호
레벨로 위상 편차를 제어합니다.예를 들어 편차를 180도로 설정하면 +5V신호는 180도의 위상 변화에 해당합니다.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줄어듭니다.

l 전면 패널:

l SCPI:PM:SOURce {INTernal|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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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K(Frequency-Shift Keying) 변조

FSK(Frequency-Shift Keying) 변조
FSK변조를 사용하여 두 가지 사전 설정 값 사이로 출력 주파수를 "전환"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두 주파수("
반송파 주파수"및 "홉 주파수")사이에 출력이 전환되는 속도는 내부 속도 발생기 또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면 패널을 사용한 FS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면 패널 메뉴 작동 - FSK파형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FSK 변조 선택

FSKey:STATe {OFF|ON}

l 변조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FSK를 활성화하면 이전 변조 모드가 꺼집니다.

l 스위프 또는 버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FSK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FSK를 활성화하면 스위프 및 버스트가 꺼집니
다.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FSK 반송파 주파수

[SOURce[1|2]:]FREQuency {<frequency>|MIN|MAX}

최대 반송파 주파수는 아래 나온 것처럼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기본값은 모든 기능에서 1kHz입니다.

기능 최소 반송파 주파수 최대 반송파 주파수

사인 1µHz 30MHz

사각 1µHz 30MHz

램프/삼각 1µHz 200kHz

펄스 1µHz 30MHz

l 외부 소스를 선택하면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출력 주파수가 결정됩니다.로직 로우가 있으면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가 있으면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FSK "홉" 주파수

[SOURce[1|2]:]FSKey:FREQuency {<freq>|MIN|MAX}

최대 대체("홉")주파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기본값은 모든 기능에서 100Hz입니다.내부 변조 파형은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

기능 최소 홉 주파수 최대 홉 주파수

사인 1µHz 30MHz

사각 1µHz 30MHz

램프/삼각 1µHz 200kHz

펄스 1µHz 3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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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K(Frequency-Shift Keying) 변조

l 외부 소스를 선택하면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출력 주파수가 결정됩니다.로직 로우가 있으면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가 있으면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FSK 속도

FSKey:INTernal:RATE {<rate_in_Hz>|MIN|MAX}

FSK속도는 내부 FSK소스를 사용하여 출력 주파수가 반송파 주파수와 홉 주파수 간에 "전환"되는 속도입니다.

l FSK속도(내부 소스)는 125µHz ~ 1MHz이며 기본값은 10Hz입니다.

l 외부 FSK소스를 선택한 경우 FSK속도는 무시됩니다.

FSK 소스

FSKey:SOURce {INTernal|EXTernal}

내부(기본값)또는 외부일 수 있습니다.

l 내부 소스를 선택하면 출력 주파수가 반송파 주파수와 홉 주파수 간에 "전환"되는 속도는 FSK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l 외부 소스를 선택하면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출력 주파수가 결정됩니다.로직 로우가 있으면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가 있으면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l 외부적으로 제어되는 FSK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Ext Trig)는 외부적으로 변조되는 AM, FM, PM, PWM파형에 사용
되는 커넥터(Modulation In)와 다릅니다. FSK에 사용되는 경우 Ext Trig커넥터에는 조정 가능한 에지 극성이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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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폭 변조(PWM)

펄스 폭 변조(PWM)
이 단원에서는 PWM(펄스 폭 변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PWM은 펄스 파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펄스 폭은 변조 신호에 따라
변경됩니다.펄스 폭이 변경되는 양을 폭 편차라고 하며,파형 주기의 백분율(즉,듀티 사이클)또는 시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듀티 사이클 20%의 펄스를 지정하고 편차 5%의 PWM을 활성화하면 듀티 사이클이 변조 신호의 제어
하에 15%에서 25%까지 변화합니다.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

PWM 선택

l 스위프 또는 버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PWM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l 전면 패널:

파형은 현재 반송파 및 변조 파형 설정을 사용하여 출력됩니다.

l SCPI:PWM:STATe {OFF|ON}

변조 파형 형태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

l 변조 파형 형태(내부 소스)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l 사인 파형

l 50%듀티 사이클의 사각 파형  

l 대칭이 100%인 UpRamp  

l 대칭이 50%인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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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폭 변조(PWM)

l 대칭이 0%인 DnRamp  

l 노이즈 -화이트 가우스 노이즈

l PRBS -의사 임의 비트 시퀀스(다항식 PN7)

l 임의 파형

l 노이즈를 변조 파형 형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노이즈,임의 파형 또는 DC를 반송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l 전면 패널:

l SCPI: PWM:INTernal:FUNCtion {SIN|SQUare|RAMP|NRAMp| TRIangle|NOISe|PRBS|ARB}

변조 파형 주파수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외부 변조 입력은 100kHz에서 대역폭이 -3dB입니다.

l 변조 주파수(내부 소스)는 1µHz ~ 30MHz입니다.기본값은 10Hz입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PWM:INT:FREQ {<freq>|MIN|MAX}

폭 또는 듀티 사이클 편차

PWM편차 설정은 변조된 펄스 파형의 폭 내에서 일어나는 피크 변동으로,시간 또는 듀티 사이클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81



펄스 폭 변조(PWM)

l 전면 패널:

듀티 사이클로 편차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l SCPI:PWM:DEViation {<width or duty_cycle>|MIN|MAX}

l 펄스 폭 및 편차의 합은 다음 수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펄스 폭 +편차 <주기 – 16ns

l 필요한 경우 계측기는 지정된 주기에 맞도록 편차를 조정합니다.

변조 소스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

l 변조 소스:내부(기본값),다른 채널 또는 외부입니다.외부 변조 소스는 최대 100kHz까지 가능합니다.

l External변조 소스를 선택하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편차를 1µs로 설정하면 +5V의 신호가 1µs의 폭 증가에 해당합니다.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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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폭 변조(PWM)

l 전면 패널:

l SCPI:PWM:SOURce {INTernal|EXTernal}

펄스 파형

l 펄스는 PWM에서 지원되는 유일한 파형 형태입니다.

l 전면 패널:

l SCPI:FUNCtion PULSe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펄스 주기

펄스 주기의 범위는 계측기 최대 주파수의 역수에서 1,000,000초까지이며 기본값은 100µs입니다.

l 전면 패널:

l SCPI:FUNCtion:PULSe:PERiod {<seconds>|MIN|MAX}

파형 주기에 따라 최대 편차가 제한됨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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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변조

총량 변조

총량 변조는 변조 신호를 반송파에 추가하며,대개 반송파에 가우스 노이즈를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변조 신호는 반송파
진폭의 비율로 반송파에 추가됩니다.

총량 활성화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총량을 활성화하십시오.

l 전면 패널:

l SCPI:SUM:STATe {OFF|ON}

변조 파형 형태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두 채널 계측기에서는 한 채널을 다른 채널로 변조할 수 있습니다.

l 변조 파형 형태(내부 소스)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l 사인 파형

l 50%듀티 사이클의 사각 파형  

l 대칭이 100%인 UpRamp  

l 대칭이 50%인 삼각  

l 대칭이 0%인 DnRamp  

l 노이즈

l PN7시퀀스를 사용하는 PRBS

l 임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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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변조

l 전면 패널:

l SCPI:SUM:INTernal:FUNCtion {SIN|SQU|RAMP|NRAM|TRI|NOIS|PRBS|ARB)

변조 파형 주파수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 두 채널 계측기에서는 한 채널을 다른 채널로 변조할 수 있습니다.

l 변조 주파수(내부 소스)는 1µHz ~ 30MHz이며 기본값은 100Hz입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SUM:INTernal:FREQuency {<frequency>|MIN|MAX}

총량 진폭

총량 진폭은 반송파 진폭의 백분율로 반송파에 추가되는 신호의 진폭을 나타냅니다.

l 진폭 설정은 반송파 진폭의 0% ~ 100%이고 분해능은 0.01%입니다.

l 총량 진폭은 반송파 진폭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며 반송파 진폭 변경을 추적합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UM:AMPLitude {<amplitude>|MIN|MAX}

변조 소스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를 수신합니다. 두 채널 계측기에서는 한 채널을 다른 채널로 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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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변조

l 변조 소스:내부(기본값),다른 채널 또는 외부입니다.외부 변조 소스는 최대 100kHz까지 가능합니다.

l 외부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반송파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합산됩니다.예를 들
어,총량 진폭을 10%로 설정했다면 변조 신호가 +5V일 때 출력이 최대 진폭(반송파 진폭의 110%)이 됩니다.변조 신
호가 -5V일 때는 출력이 최소 진폭(반송파 진폭의 90%)이 됩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U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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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스위프

주파수 스위프

주파수 스위프 모드에서는 지정된 스위프 속도에서 계측기가 시작 주파수로부터 정지 주파수로 이동합니다.선형 또는 로그
공백을 사용하여 주파수 내에서 위아래로 스위프할 수 있습니다.또한 외부 또는 수동 트리거를 적용하여 계측기에서 시작
주파수에서 정지 주파수까지의 단일 스위프를 출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계측기에서 사인,사각,펄스,램프,삼각 또
는 임의 파형을 스위프할 수 있습니다(PRBS,노이즈 및 DC는 사용 불가).

스위프가 정지 주파수에서 유지되는 유지 시간과 주파수가 정지 주파수에서 시작 주파수로 선형 변경되는 복귀 시간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파수 스위프를 참조하십시오.

스위프 선택

계측기에서는 버스트 또는 변조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동시에 스위프 또는 목록 모드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스위프
를 활성화하면 버스트 또는 변조 모드가 꺼집니다.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스위프 모드를 활성화하십시오.

l 전면 패널:

현재 진폭,오프셋 및 주파수를 사용하여 스위프를 출력합니다.

l SCPI:
FREQuency:MODE SWEEP

SWEep:STATe {OFF|ON}

시작 주파수 및 정지 주파수

시작 주파수 및 정지 주파수는 스위프의 상한 및 하한 주파수 경계를 설정합니다.스위프는 시작 주파수에서 시작되어 정지
주파수까지 스위프한 다음 다시 시작 주파수로 재설정됩니다.

l 시작 주파수 및 정지 주파수는 1µHz ~ 30MHz이며 램프의 경우 200kHz로 제한됩니다.스위프는 전체 주파수 범위에
걸쳐 이어지는 위상입니다.기본 시작 주파수는 100Hz입니다.기본 정지 주파수는 1kHz입니다.

l 주파수를 상향으로 스위프하려면 시작 주파수를 정지 주파수보다 작게 설정하십시오.주파수를 하향으로 스위프하려
면 반대로 관계를 설정하십시오.

l 동기 설정(일반):동기 펄스가 스위프 전체에서 하이입니다.

l 동기 설정(반송파):동기 펄스가 모든 파형 사이클에 대해 듀티 사이클 50%를 포함합니다.

l 동기 설정(마커):동기 펄스가 시작 부분에서 하이로 진행되다가 마커 주파수에서 로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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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l SCPI:
[SOURce[1|2]:]FREQuency:STARt {<freq>|MIN|MAX}

[SOURce[1|2]:]FREQuency:STOP {<freq>|MIN|MAX}

중심 주파수 및 주파수 스팬

중심 주파수 및 주파수 스팬을 사용하여 스위프의 스위프 주파수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파라미터는 위에 나
와 있는 시작 주파수 및 정지 주파수와 유사하며 보다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중심 주파수는 1µHz ~ 30MHz이며 램프의 경우 200kHz로 제한됩니다.기본값은 550Hz입니다.

l 주파수 스팬은 -30µHz ~ 30MHz이며 램프의 경우 200kHz로 제한됩니다.기본값은 900Hz입니다.

l 주파수를 상향으로 스위프하려면 양의 주파수 스팬을 설정하고 하향으로 스위프하려면 음의 주파수 스팬을 설정하십

시오.

l Marker Off상태인 스위프의 경우 동기 신호는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동기 신호는 스위프의 시작 시에
TTL "하이",스위프의 중간 지점에서 "로우"가 됩니다.동기 파형의 주파수는 지정된 스위프 시간과 동일합니다.신호는
전면 패널 Sync커넥터에서 출력됩니다.

l Marker On상태의 주파수 스위프에서는 동기 신호가 스위프 시작 시에 TTL "하이"이고 마커 주파수에서 "로우"입니다.
이는 OUTPut[1|2]:SYNC:MODE MARKER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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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CPI:
[SOURce[1|2]:]FREQuency:CENTer {<freq>|MIN|MAX}

[SOURce[1|2]:]FREQuency:SPAN {<freq>|MIN|MAX}

스위프 모드

선형 또는 로그 공백이나 스위프 주파수 목록을 사용하여 스위프할 수 있습니다.선형 스위프의 경우 계측기에서 스위프 도
중 출력 주파수를 선형으로 변화시킵니다.로그 스위프에서는 출력 주파수가 로그 형식으로 변화합니다.

선택한 모드는 정지에서 시작으로 설정된 경우 스위프 복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스위프는 항상 선형으로 복귀됩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SWEep:SPACing {LINear|LOGarithmic}

스위프 시간

스위프 시간은 시작 주파수에서 정지 주파수까지 스위프하는 데 필요한 시간(초)을 지정합니다.계측기는 스위프 시간을 기
준으로 스위프의 포인트 수를 계산합니다.

l 스위프 시간은 1ms ~ 250,000초이고 기본값은 1초입니다.즉시 트리거 모드에서 선형 스위프를 실행하는 경우 최대
총 스위프 시간(유지 시간 및 복귀 시간 포함)은 8,000초입니다.다른 트리거 모드를 사용한 선형 스위프의 최대 총 스
위프 시간은 250,000초이며 로그 스위프의 최대 총 스위프 시간은 500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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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SWEep:TIME {<seconds>|MIN|MAX}

유지 시간

유지 시간은 정지 주파수로 유지할 시간(초)을 지정하고 복귀 시간은 정지 주파수에서 시작 주파수로 복귀할 시간(초)을 지
정합니다.

l 유지 시간 및 복귀 시간은 0 ~ 3600초이며 기본값은 0입니다.

l 전면 패널:

l SCPI:
SWEep:HTIMe {<seconds>|MINimum|MAXimum}

SWEep:RTIMe {<seconds>|MINimum|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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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주파수

필요할 경우,스위프하는 동안 전면 패널 Sync커넥터의 신호가 로직 로우로 전환될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동기 신
호는 스위프 시작 시 항상 로우에서 하이로 이동합니다.

l 마커 주파수는 1µHz ~ 30MHz이며 램프의 경우 200kHz로 제한됩니다.기본값은 500Hz입니다.

l 스위프 모드를 활성화한 경우 마커 주파수는 지정한 시작 주파수와 정지 주파수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마커 주파수를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파수로 설정하면 계측기에서 마커 주파수를 시작 주파수 또는 정지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

중 더 가까운 주파수로 설정합니다.

l 스위프 모드에서 사용되는 마커를 활성화하여 동기 활성화 설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커와 스위프 모드를
모두 활성화하면 동기 설정이 무시됩니다.

l 동기 소스가 스위프 채널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 패널 메뉴를 사용하여 마커 주파수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MARKer:FREQuency {<freq>|MIN|MAX}

스위프 트리거 소스

스위프 모드에서는 트리거 신호가 수신되면 계측기가 단일 스위프를 출력합니다.시작 주파수에서 정지 주파수까지의 단일
스위프 후에 계측기는 시작 주파수를 출력하면서 다음 트리거를 기다립니다.

l 스위프 트리거 소스는 내부(기본값),외부,시간 또는 수동입니다.

l 내부(즉시)소스를 선택하면 계측기가 유지 시간,스위프 시간,복귀 시간의 합으로 결정되는 속도로 연속 스위프를 출
력합니다.이 소스의 스위프 시간은 8,000초로 제한됩니다.

l 외부 소스를 선택하면 계측기가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하드웨어 트리거를 수신하고 Ext Trig에서 지정된 극성
의 TTL펄스를 수신할 때마다 단일 스위프를 개시합니다.

l 트리거 주기는 지정한 스위프 시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l 수동 소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측기는 전면 패널 [Trigger]키를 누를 때마다 단일 스위프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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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l 트리거 신호 에지의 기울기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l SCPI:
TRIGger[1|2]:SOURce {IMM|EXT|TIMer|BUS}

TRIGger[1|2]:SLOPe {POSitive|NEGative}

자세한 내용은 트리거링을 참조하십시오.

트리거 출력 신호

"트리거 출력"신호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제공되며 버스트 및 스위프에 한해 사용됩니다.이 신호를 활성화하
면 상승 에지(기본값)또는 하강 에지의 TTL호환 펄스가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에 이 커넥터에서 출력됩니다.

l 내부(즉시)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면 계측기는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 Ext Trig커넥터에서 듀티 사이클 50%의 사
각 파형을 출력합니다.파형의 주파수는 지정된 버스트 주기 또는 총 스위프 시간에 해당합니다.

l 외부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면 계측기에서 "트리거 출력"신호를 비활성화합니다. Ext Trig커넥터를 스위프 또는 버스
트와 트리거 출력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외부 트리거 파형이 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트리거하는 데 사용
되는 것과 동일한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l 수동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면 계측기가 각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에 Ext Trig커넥터에서 펄스(펄스 폭 >1µs)를
출력합니다.

l 계측기가 Ext Trig커넥터의 상승 에지에 트리거하는지 하강 에지에 트리거하는지를 지정하려면 [Trigger] > Trig
Out Setup을 누릅니다.그런 다음 Trig Out을 눌러 원하는 에지를 선택합니다.

l SCPI:
OUTPut:TRIGger:SLOPe {POSitive|NEGative}

OUTPut:TRIGger {OFF|ON}

주파수 목록

주파수 목록 모드에서는 계측기가 주파수 목록을 "단계별로 이동"하면서 각 주파수에서 지정한 주기 동안 머무릅니다.트리
거링을 통해 목록 내의 진행 상태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l 계측기에서는 버스트 또는 변조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동시에 스위프 또는 목록 모드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스
위프를 활성화하면 버스트 또는 변조 모드가 꺼집니다.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해당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목록 모드를 활성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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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다른 목록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전에 목록을 활성화하십시오. [Sweep] > Type > List를 누르십시오.

l SCPI:
FREQuency:MODE LIST

LIST:FREQuency <number>, <number>, …

진행 통과 목록은 트리거 시스템으로 제어됩니다.트리거 소스를 내부 또는 즉시로 설정한 경우 드웰 시간 설정
(LIST:DWELL명령)에 따라 각 주파수에서 머무는 시간이 결정됩니다.다른 트리거 소스의 경우 트리거 이벤트 공백에 따라
드웰 시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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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 모드

계측기에서는 버스트라는 지정된 사이클 수에 대해 파형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사인,사각,삼각,램프,펄스, PRBS또는 임
의 파형에 대해 버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노이즈는 게이트 버스트 모드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DC는 사용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습서 -버스트를 참조하십시오.

버스트 선택

스위프 또는 변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버스트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버스트를 활성화하면 스위프 및 변조가 꺼집니다.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버스트 모드를 활성화하십시오.

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BURSt:STATe {OFF|ON}

버스트 모드

버스트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선택한 모드는 허용 가능한 트리거 소스 및 적용
되는 다른 버스트 파라미터를 제어합니다.

l 트리거 버스트 모드(기본값):트리거가 수신될 때마다 계측기에서 지정된 사이클 수(버스트 카운트)에 대해 파형을 출
력합니다.계측기는 지정된 사이클 수를 출력한 후 정지되며 다음 트리거를 기다립니다.계측기에서 내부 트리거를 사
용하여 버스트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사용자가 전면 패널 [Trigger]키를 누르거나 트리거 신호를 후면 패
널 Ext Trig커넥터에 적용하거나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소프트웨어 트리거 명령을 보내서 외부 트리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l 외부 게이트 버스트 모드: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 적용되는 외부 신호의 레벨에 따라 출력 파형이 켜지거나 꺼집
니다.게이트 신호가 참이면 계측기에서 연속 파형을 출력합니다.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현재 파형 사이클이 완료
된 다음 계측기가 선택한 파형의 시작 버스트 위상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을 유지하면서 정지됩니다.노이즈 파형의 경
우 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출력이 즉시 정지됩니다.

파라미터 버스트 모드

(BURS:MODE)
버스트 카운트

(BURS:NCYC)
버스트 주기

(BURS:INT:PER)
버스트 위상

(BURS:PHAS)
트리거 소스

(TRIG:SOUR)

트리거 버스트 모드:

내부 트리거

TRIGgered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IMMediate

트리거 버스트 모드:

외부 트리거

TRIGgered 사용 가능 미사용 사용 가능 EXTernal, BUS

게이트 버스트 모드:

외부 트리거

GATed 미사용 미사용 사용 가능 미사용

타이머 버스트 모드:

내부 트리거

TRIGgered 사용 가능 미사용 사용 가능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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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게이트 모드에서는 버스트 카운트,버스트 주기 및 트리거 소스가 무시됩니다(트리거 버스트에만 사용됨).수동 트리거
는 무시되며 오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l 게이트 모드에서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신호 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SOURce[1|2]:]
BURSt:GATE:POLarity {NORMal|INVerted}).기본값은 NORMal(트루 하이)입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BURSt:MODE {TRIGgered|GATed}

파형 주파수

트리거 및 외부 게이트 모드에서 버스트 중에 신호 주파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트리거 모드의 경우 파형 주파수에서 버스
트 카운트에 의해 지정된 사이클 수가 출력됩니다.외부 게이트 모드의 경우에는 외부 게이트 신호가 참일 때 파형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이는 버스트 간의 간격을 지정하는 "버스트 주기"와는 다릅니다(트리거 모드에 한함).

l 파형 주파수는 1µHz ~ 30MHz이며 램프의 경우 200kHz로 제한됩니다.기본값은 1kHz입니다.내부 트리거 버스트 파
형의 경우 최소 주파수는 126µHz입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FREQuency {<frequency>|MIN|MAX}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이 한 개인 파형이 구성됩니다.

버스트 카운트

버스트당 출력할 사이클 수(1 ~ 100,000,000또는 무한)입니다.트리거 버스트 모드에 한해 사용됩니다(내부 또는 외부 소
스).

l 내부 트리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한 수의 사이클이 버스트 주기에 의해 결정된 속도로 연속 출력됩니다.버스트
주기는 연속되는 버스트의 시작 사이의 시간입니다.또한 버스트 카운트는 버스트 주기와 파형 주파수의 결과보다 작
아야 합니다.

버스트 주기 > (버스트 카운트)/(파형 주파수) + 1µsec

l 계측기에서 지정된 버스트 카운트에 맞도록 버스트 주기를 최대값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파형 주파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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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게이트 버스트 모드에서는 버스트 카운트가 무시됩니다.하지만 게이트 모드일 때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버스트 카운트
를 변경하면 계측기가 새 카운트를 기억하여 트리거 모드가 선택되면 사용합니다.

l 전면 패널:

또는

l SCPI:[SOURce[1|2]:]BURS:NCYC {<#_cycles>|INF|MIN|MAX}

버스트 주기

버스트 주기는 한 버스트의 시작에서 다음 버스트의 시작에 이르는 시간으로, 1µs ~ 8000초 사이이고 기본값은 10ms이며
내부 트리거 버스트 모드에 한해 사용됩니다.버스트 주기는 버스트 신호의 주파수를 지정하는 "파형 주파수"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l 버스트 주기는 즉시 트리거링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수동 또는 외부 트리거링을 활성화하거나 게이트 버스
트 모드를 선택하면 버스트 주기는 무시됩니다.

l 계측기에서 지정한 버스트 카운트 및 주파수로 출력하기에 너무 짧은 버스트 주기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버스트 주기
가 너무 짧으면 계측기에서 버스트를 지속적으로 다시 트리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주기를 높입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OUR[1|2]:]BURS:INT:PERiod {<seconds>|MIN|MAX}

시작 위상

버스트의 시작 위상은 -360도 ~ 360도(기본값 0)입니다.

l UNIT:ANGLe를 사용하여 시작 위상 단위를 지정합니다.

l 항상 전면 패널에 각도로 표시되며 라디안으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원격 인터페이스에서 라디안으로 설정하는 경우
계측기에서 값을 각도로 변환하여 전면 패널에 표시합니다.

l 사인,사각,램프의 경우 파형이 양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0V(또는 DC오프셋)와 교차하는 지점이 0도가 됩니다.임의
파형의 경우에는 첫째 파형 포인트가 0도입니다.시작 위상은 노이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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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작 위상은 게이트 버스트 모드에도 사용됩니다.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현재 파형 사이클이 완료되고 출력은 시
작 버스트 위상의 전압 레벨로 유지됩니다.

l 전면 패널:

l SCPI:[SOURce[1|2]:]BURSt:PHASe {<angle>|MIN|MAX}

버스트 트리거 소스

트리거 버스트 모드:

l 트리거가 수신되면 계측기에서 지정된 사이클 수(버스트 카운트)에 대해 파형을 출력합니다.지정된 수의 사이클이 출
력된 후에는 계측기가 정지되며 다음 트리거를 기다립니다.

l IMMediate(내부):버스트 모드를 활성화하면 계측기에서 연속적으로 출력합니다.버스트 생성 속도는
BURSt:INTernal:PERiod로 결정됩니다.

l EXTernal:계측기가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하드웨어 트리거를 수신합니다. Ext Trig에 적절한 극성의 TTL
펄스(TRIGger[1|2]:SLOPe)가 수신될 때마다 계측기는 지정된 사이클 수의 버스트 하나를 출력합니다.버스트 중의 외
부 트리거 신호는 무시됩니다.

l BUS(소프트웨어):계측기는 버스 트리거(*TRG)가 수신될 때마다 버스트 하나를 개시합니다.계측기가 버스 트리거
를 대기할 때는 전면 패널 [Trigger]키에 불이 들어옵니다.

l EXTernal 또는 BUS:버스트 카운트 및 버스트 위상은 계속 적용되지만 버스트 주기는 무시됩니다.

l TIMer:트리거 이벤트의 간격이 타이머에 의해 지정되며 첫째 트리거는 INIT실행 직후에 발생합니다.

l 전면 패널:

l

l 계측기가 Ext Trig커넥터에서 신호의 상승 에지에 트리거하는지 하강 에지에 트리거하는지를 지정하려면 Trigger
Setup을 선택하기 전에 외부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십시오.

l SCPI:
TRIGger[1|2]:SOURce {IMM|EXT|TIMer|BUS}

TRIGger[1|2]:SLOPe {POSitive|NEGative}

자세한 내용은 트리거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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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출력 신호

"트리거 출력"신호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제공되며 버스트 및 스위프에 한해 사용됩니다.이 신호를 활성화하
면 상승 에지(기본값)또는 하강 에지의 TTL호환 펄스가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에 이 커넥터에서 출력됩니다.

l 내부(즉시)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면 계측기는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 Ext Trig커넥터에서 듀티 사이클 50%의 사
각 파형을 출력합니다.파형의 주파수는 지정된 버스트 주기 또는 총 스위프 시간에 해당합니다.

l 외부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면 계측기에서 "트리거 출력"신호를 비활성화합니다. Ext Trig커넥터를 스위프 또는 버스
트와 트리거 출력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외부 트리거 파형이 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트리거하는 데 사용
되는 것과 동일한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l 수동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면 계측기가 각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에 Ext Trig커넥터에서 펄스(펄스 폭 >1µs)를
출력합니다.

l 전면 패널

그런 후에 다음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에지 방향을 선택합니다.

l SCPI:
OUTPut:TRIGger:SLOPe {POSitive|NEGative}

OUTPut:TRIGger {OF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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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링

이 단원에서는 계측기의 트리거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리거 개요

이 트리거링 정보는 스위프 및 버스트에 한해 적용됩니다.내부 트리거링,외부 트리거링,타이머 트리거링 또는 수동 트리
거링을 사용하여 스위프 또는 버스트에 적용할 트리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l 내부 또는 "자동"(기본값):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를 선택하면 계측기에서 연속적으로 출력합니다.

l 외부: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를 사용하여 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제어합니다.계측기는 Ext Trig에 TTL펄스가 수신
될 때마다 단일 스위프를 개시하거나 단일 버스트를 출력합니다.계측기가 상승 에지에서 트리거할지 하강 에지에서
트리거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수동:트리거링은 전면 패널에 있는 [Trigger]를 누를 때마다 단일 스위프를 개시하거나 단일 버스트를 출력합니다.

l 목록을 스위프하는 경우 트리거를 실행하면 파형이 목록의 다음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l 버스트 또는 스위프 이외의 기능이 현재 선택되어 있을 때와 원격 모드에서는 [Trigger]키가 비활성화됩니다.

트리거 소스

이 트리거링 정보는 스위프 및 버스트에 한해 적용됩니다.계측기가 트리거를 수신하는 소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l 스위프 및 버스트 트리거 소스는 즉시(기본값),외부,수동 또는 타이머입니다.

l 계측기는 수동 트리거 또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로부터 하드웨어 트리거를 수신하거나 내부 트리거를 사용하여
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연속적으로 출력합니다.또한 타이머를 기준으로 버스트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전원을 켤 때
는 즉시 트리거가 선택됩니다.

l 트리거 소스 설정은 휘발성이므로 전원 공급 또는 *RST후에 내부 트리거(전면 패널)또는 즉시(원격 인터페이스)으로
설정합니다.

l 전면 패널:
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활성화합니다.그런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l SCPI:TRIG[1|2]:SOUR {IMMediate|EXTernal|TIMer|BUS}

APPLy명령을 사용하면 소스가 자동으로 즉시로 설정됩니다.

즉시 트리거링

내부 트리거 모드(기본값):계측기가 스위프 시간 또는 버스트 주기에 의해 지정된 대로 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연속 출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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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패널:

SCPI:TRIGger:SOURce IMMediate

수동 트리거링

수동 트리거 모드(전면 패널에만 해당): [Trigger]를 눌러 계측기를 수동으로 트리거합니다. [Trigger]를 누를 때마다 계
측기가 스위프 또는 버스트 하나를 개시합니다.트리거 메뉴가 열려 있고 계측기가 수동 트리거를 대기하고 있을 때는 버튼
에 불이 들어옵니다.트리거 메뉴가 열려 있지는 않지만 계측기가 수동 트리거를 대기하고 있을 때는 버튼이 깜박입니다.계
측기가 원격 상태일 때는 키가 비활성화됩니다.

외부 트리거링

외부 트리거 모드에서는 계측기가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하드웨어 트리거를 수신합니다.계측기는 Ext Trig커넥
터에 지정된 에지의 TTL펄스가 수신될 때마다 스위프 또는 버스트 하나를 개시합니다.외부 트리거 모드는 Ext Trig커넥터
에 트리거를 적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수동 트리거 모드와 유사합니다.

아래의 트리거 입력 신호를 참조하십시오.

전면 패널:

계측기가 상승 에지에서 트리거할지 하강 에지에서 트리거할지를 지정하려면 Trigger Setup을 누른 다음 Slope를 눌러
에지 방향을 선택합니다.

SCPI:
TRIGger:SOURce EXTernal

TRIGger:SLOPe {POSitive|NEGative}

소프트웨어(버스) 트리거링

원격 인터페이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 트리거링은 전면 패널에서 사용하는 수동 트리거 모드와 유사하지만 버스 트리거 명

령을 사용하여 계측기를 트리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계측기는 버스 트리거 명령이 수신될 때마다 단일 스위프를 개시하거
나 단일 버스트를 출력합니다.버스 트리거 명령이 수신되면 키가 깜박입니다.

버스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려면 TRIGger:SOURce BUS를 전송합니다.

버스 소스를 선택한 경우 원격 인터페이스(GPIB, USB또는 LAN)에서 계측기를 트리거하려면 TRIG또는 *TRG(트리거)를
전송합니다.계측기가 버스 트리거를 대기할 때는 전면 패널 [Trigger]키에 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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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트리거링

타이머 트리거 모드에서는 고정된 개별 주기에 트리거를 보냅니다.버스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려면 TRIGger:SOURce TIM
을 전송합니다.

트리거 입력 신호

이 후면 패널 커넥터는 다음 모드에서 사용됩니다.

l 트리거된 스위프 모드: Trigger Setup > Source Ext를 누르거나 TRIG:SOUR EXT를 실행합니다(스위프를 활성화
해야 함).올바른 극성의 TTL에지가 Ext Trig커넥터에서 수신되면 계측기는 단일 스위프를 출력합니다.

l 외부 변조된 FSK모드:Source를 누르거나 FSK:SOUR EXT를 실행합니다(FSK를 활성화해야 함).로직 로우 레벨이 있
으면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 레벨이 있으면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최대 외부 FSK속도는 100kHz입
니다.

l 트리거 버스트 모드: Trigger Setup > Source Ext를 누르거나 TRIG:SOUR EXT를 실행합니다(버스트를 활성화해
야 함).지정된 트리거 소스에서 트리거가 수신될 때마다 계측기가 지정된 사이클 수(버스트 카운트)의 파형을 출력합
니다.

l 외부 게이트 버스트 모드:Gated소프트키를 누르거나 버스트를 활성화한 상태로 BURS:MODE GAT를 실행합니다.외
부 게이트 신호가 참이면 계측기에서 연속 파형을 출력합니다.외부 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현재 파형 사이클이 완
료된 다음 계측기가 시작 버스트 위상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을 유지하면서 정지됩니다.노이즈의 경우 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출력이 즉시 정지됩니다.

트리거 출력 신호

l "트리거 출력"신호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제공되며 버스트 및 스위프에 한해 사용됩니다.이 신호를 활성
화하면 상승 에지(기본값)또는 하강 에지의 TTL호환 펄스가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에 이 커넥터에서 출력됩니다.

l

l 내부(즉시)또는 타이머 트리거 소스:계측기가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부분에서 Ext Trig커넥터로부터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을 출력합니다.파형 주기는 지정한 스위프 시간 또는 버스트 주기와 같습니다.

l 외부 트리거 소스:계측기가 "트리거 출력"신호를 비활성화합니다.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를 동시에 두 작업 모두
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외부 트리거 파형이 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트리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커넥터를 사
용합니다.

l 버스(소프트웨어)또는 수동 트리거 소스:계측기가 각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부분에서 Ext Trig커넥터로부터 펄스
(1μs펄스 폭보다 큼)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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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활성화합니다.그런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으로 아래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에지 방향을 선택합니다.

l SCPI:
OUTPut:TRIGger:SLOPe {POSitive|NEGative}

OUTPut:TRIGger {OF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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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채널 작동

이 단원에서는 듀얼 채널 작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다룹니다.옵션인 IQ Player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듀얼 채널 작동 입력

채널 출력 버튼,More,Dual Channel을 차례로 눌러 듀얼 채널 구성을 입력합니다.

주파수 커플링

주파수 커플링을 사용하면 채널 간 오프셋이나 일정 비율을 통해 채널 간의 주파수 또는 샘플링 속도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Freq Cpl을 눌러 주파수 커플링을 켜거나 끄고 Freq Cpl Settings를 눌러 주파수 커플링을 구성합니다.

Freq Cpl Settings소프트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열립니다.첫째 소프트키를 누르면 주파수를 비율로 결합할지
오프셋으로 결합할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둘째 소프트키로는 비율 또는 오프셋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진폭 커플링

Ampl Cpl소프트키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진폭 커플링 기능은 한 채널에서 진폭이나 오프셋을 변경하면 두 채널에 모두 변경
사항이 적용되도록 채널 간의 진폭과 오프셋 전압을 결합합니다.

추적

Tracking소프트키로 구성할 수 있는 추적 기능에는 끄기,켜기 및 반전의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추적이 꺼진 경우,두
채널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추적이 켜지면 두 채널이 한 채널처럼 작동합니다.셋째 모드인 반전은 채널의 출력을 서로
반전시켜 두 출력을 모두 사용한 차동 채널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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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조합 기능은 두 출력을 하나의 커넥터에 조합합니다. Channel 1메뉴에서 CH2를 선택하면 두 채널이 채널 1에 조합되며
Channel 2메뉴에서 CH1을 선택하면 두 채널이 채널 2에 조합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상단 파형은 채널 1의 100mVpp, 1kHz사인 파형이고 하단 파형은 채널 2의 100mVpp, 5kHz사인 파형입니
다.

아래 그림에서는 채널 1에서 결합된 두 출력을 보여 줍니다. X축은 더 많은 사이클을 표시하기 위해 압축(축소)되었습니다.

조합되는 신호가 같은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이 그림은 채널 2의 동일한 5kHz채널이 채널 1의 100mVpp사각
파형과 조합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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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조합될 때 DC오프셋 값은 함께 합산되지 않습니다.수신 채널의 DC오프셋만이 조합된 출력에 사용됩니다.아래 그
림은 채널 1에 추가된 50mV DC오프셋을 보여 줍니다.채널 2에 추가된 50mV오프셋은 무시됩니다.

버스트에도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래 이미지에서는 채널 1에 1kHz의 사인 파형이 있으며 채널 2에 5kHz
사인 파형의 3사이클 버스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채널 1에서 조합되면 아래 나온 것처럼 두 신호의 진폭이 단순히 합쳐집니다.

아래 나온 것처럼 채널 2에서도 신호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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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Player(옵션)
옵션인 IQ Player를 사용하면 IQ베이스밴드 신호 등의 듀얼 임의 파형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듀얼 임의 파형은 스테레오 음악 파일과 동일합니다.즉,같은 샘플 수를 포함하고 항상 함께 시작 및 종료되며 항상 같은 샘
플링 속도로 재생되는 두 개의 정보 채널을 포함합니다.

파일 형식

계측기의 기본 .ARB및 .BARB파일에는 데이터 채널을 하나 또는 두 개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파일은 보통 Agilent
BenchLink Waveform Builder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되며 계측기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DAT, .ASC, .I, .Q로 끝나는 파일도 직접 재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파일 형식은 -1.0과 1.0사이 범위의 ASCII숫자 열 하
나 또는 두 개를 포함합니다(공학 표기법 또는 10진수 표기법 사용).데이터는 현재 진폭 범위에서 파형의 상대적 "형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열이 하나 또는 두 개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CSV또는 .TXT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파일을 가져오려면
[Waveforms] > Arb > Arbs > Import Data를 누릅니다.그러면 파일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메뉴
인터페이스가 열립니다.

전면 패널

듀얼 임의 파형을 활성 파형으로 지정하고 나면 탭이 아래와 같이 보라색으로 변경됩니다.

파형 이미지는 배치 다이어그램이지만 시간 영역 다이어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려면 [System] >
System Setup > Screen Layout을 누릅니다.그러면 다음 메뉴로 이동합니다.

Time소프트키를 누르면 그래픽이 시간 영역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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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 조정

[Parameters]메뉴에서 More를 누르면 [Parameters]메뉴의 2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에서 Balance Adjust를 눌러 밸런스 진폭 게인 및 채널 오프셋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IQ Arb Skew

약간의 채널 간 시간 스큐를 보상하려면 먼저 채널 출력 버튼 중 하나를 누르고 More를 눌러 메뉴의 2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에서 IQ Arb Skew를 눌러 다음 메뉴를 열면 최대 4ns스큐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SCPI 명령

IQ Player에는 다음의 8개 SCPI명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듀얼 임의 파형 로드

DATA:ARB2

DATA:ARB2:DAC

DATA:ARB2:FORMat

듀얼 임의 파형 재생 조정

FUNCtion:ARB:SKEW[:STATe]

FUNCtion:ARB:S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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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RB:BALance[:STATe]

FUNCtion:ARB:BALance:GAIN

FUNCtion:ARB:BALance:OFFSet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109



시스템 관련 작동

시스템 관련 작동

이 단원에서는 계측기 상태 저장소,전원 차단 호출,오류 상황,자가 테스트 및 디스플레이 제어에 대해 다룹니다.이 단원의
내용은 파형 생성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측기 작동에 중요합니다.

계측기 상태 저장소

l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측기 상태를 저장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l 지명된 상태 파일(전면 패널 또는 MMEMory:STORe:STATe및 MMEMory:LOAD:STATe사용)

l 메모리 위치 1 ~ 4(*SAV및 *RCL사용)

l *SAV및 *RCL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저장소 위치 0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전원 차단 시에는 현재 계측기 상태가 위치
0에 덮어씁니다.

l 두 상태 저장소 방법 모두 선택한 기능(임의 파형 포함),주파수,진폭, DC오프셋,듀티 사이클,대칭 및 변조 파라미터
를 기억합니다.

l 계측기 상태를 저장한 후에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임의 파형을 삭제하면 파형 데이터가 유실되며 계측기는 "지수 상승"
을 대신 사용합니다.

l 저장된 상태는 *RST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덮어쓰거나 삭제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l 전면 패널:

상태를 저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노브 및 화살표를 사용하여 지정한 이름으로 확장명이 .sta인 상태 파일을 생성합니다.

상태를 호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폴더를 확장하려면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합니다.파일을 선택하려면 Select를 누릅니다.

상태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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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sta파일을 선택한 후에 Select를 누릅니다.

l 전원을 켤 때 위치 0에서 계측기를 전원 차단 상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출고 시 기본값은 전원을 켤 때 출고 시 기본
상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l 전면 패널:

l SCPI:MEMory:STATe:RECall:AUTO

오류 상황

계측기의 인터페이스별 오류 대기열에는 명령 구문 또는 하드웨어 오류를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SCPI오류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l 전면 패널:

l SCPI:SYSTem:ERRor?

신호음 제어

오류가 발생하면 보통 계측기의 전면 패널 또는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신호음이 울립니다.신호음을 비활성화할 수는 있지만
전면 패널 키를 누르거나 노브를 돌릴 때 나는 클릭음은 비활성화되지 않습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l SCPI:
SYSTem:BEEPer:STATe {OF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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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BEEPer

디스플레이 화면 보호기

8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백라이트가 꺼지고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이 화면 보호
기는 전면 패널에서만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밝기

디스플레이 밝기(10% ~ 100%)는 전면 패널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날짜 및 시간

계측기의 날짜 및 시간 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l SCPI
SYSTem:DATE <yyyy>, <mm>, <dd>

SYSTem:TIME <hh>, <mm>, <ss>

파일 관리

복사,이름 변경,삭제 및 새 폴더 생성 등과 같은 파일 관리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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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l 파일 또는 폴더를 복사,이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폴더를 삭제하면 해당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이 제거되므로,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을 삭제하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l 가장 중요한 소프트키는 수행하려는 작업을 지정하는 Action소프트키입니다.수행할 작업을 선택한 후에는 Browse
를 눌러 관리할 파일을 선택합니다.작업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Perform을 누릅니다.

l SCPI:MEMory및 MMEMory하위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자가 테스트

l 계측기를 켤 때 계측기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전원 켜기 자가 테스트가 수행됩니다.전체 자가 테
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자가 테스트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제어

보안상의 이유 또는 계측기가 원격 인터페이스 명령을 실행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끌 수 있습니

다.원격으로 디스플레이에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메시지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l 전원을 껐다가 켤 때나 로컬(전면 패널)작동으로 복귀할 때 또는 *RST를 사용하여 계측기를 재설정하고 나면 디스플
레이가 활성화됩니다. [Local]키를 누르거나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IEEE-488 GTL(로컬로 전환)명령을 실행하면 로
컬 상태로 복귀됩니다.

l *RCL을 통해 호출된 *SAV를 사용하여 계측기 상태를 저장하면 디스플레이 상태가 저장됩니다.

l 전면 패널:

l SCPI: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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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EXT

DISPlay:TEXT:CLEar

숫자 형식

계측기에서 소수점 및 자리 구분 문자에 마침표 또는 쉼표를 사용하여 전면 패널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는 1.000,000,00kHz와 같이 마침표를 소수점으로 사용하고 쉼표로 자릿수를 구분합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l SCPI: (동일한 명령 없음)

펌웨어 리비전 쿼리

*IDN?를 보내면 현재 설치된 펌웨어의 리비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쿼리에서는 다음 형식의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Agilent Technologies,[Model Number],[10-char Serial Number],A.aa-B.bb-C.cc-DD-EE

l 전면 패널:

l SCPI:*IDN?

SCPI 언어 버전 쿼리

계측기는 최신 SCPI(Standard Commands for Programmable Instruments)버전의 규칙과 규약을 준수합니다.
SYSTem:VERSion?를 사용하면 계측기가 준수하는 SCPI버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쿼리에서는 "YYYY.V"형식의 문자열
을 반환하며,이 문자열은 연도 및 해당 연도의 버전 번호(예: 1999.0)를 나타냅니다.

라이센스 설치

33500시리즈에는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하는 여러 옵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이센스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USB드라이브에 라이센스 파일을 설치하고 USB드라이브를 계측기 전면 패널에 삽입합니다.

2. [System] > System Setup > Install License를 누릅니다.

3.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External아래에 있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라이센스 설치와 연관된 여러 SCPI명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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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인터페이스 구성

계측기는 GPIB(옵션), USB및 LAN의 3가지 인터페이스를 통한 원격 인터페이스 통신을 지원합니다. 3가지 인터페이스 모
두 전원을 켤 때 "활성화"됩니다.

l GPIB 인터페이스: GPIB케이블을 사용하여 계측기의 GPIB주소가 PC에 연결되도록 설정합니다.

l USB 인터페이스:구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계측기를 PC에 연결하면 됩니다.

l LAN 인터페이스:기본적으로 DHCP가 켜지며 이로 인해 LAN에서 통신이 가능합니다.약자 DHCP는 네트워크 장치에
동적 IP주소를 할당하는 프로토콜인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을 의미합니다.동적 주소 지정을 사용하는
경우 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마다 다른 IP주소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연결 소프트웨어 및 제품 CD

계측기는 다음의 두 CD와 함께 제공됩니다.

l Agilent Automation-Ready CD:원격 인터페이스를 작동시키려면 설치해야 하는 Agilent IO Libraries Suite소프트
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CD는 자동으로 실행되며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추가 정보가 들
어 있는 Agilent Technologies USB/LAN/GPIB연결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 애질런트 33500 시리즈 제품 참조 CD:계측기 드라이버,제품 설명서 및 프로그래밍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자
동으로 실행되어 지침을 제공합니다.

GPIB 구성

GPIB(IEEE-488)인터페이스의 각 장치에는 0에서 30사이의 고유한 정수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계측기는 기본 주소인 10
이 지정된 상태로 제공되며 전원을 켜면 GPIB주소가 표시됩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컴퓨터의 GPIB인터페이스 카드 주소가 인터페이스 버스의 계측기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l 전면 패널 작동:[System] > I/O Config > GPIB Settings를 누릅니다.이 메뉴에서 GPIB주소를 설정하고 GPIB
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l SCPI:
SYSTem:COMMunicate:GPIB:ADDRess <address>

SYSTem:COMMunicate:GPIB:ADDRess?

SYSTem:COMMunicate:ENABle <state>,GPIB

SYSTem:COMMunicate:ENABle? GPIB

LAN 구성

다음 단원에서는 SCPI명령(해당하는 경우)을 비롯한 기본 전면 패널 LAN구성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일부 LAN구성 기
능은 SCPI를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모든 LAN구성 명령을 확인하려면 LAN구성 소개를 참조하고,전면 패널을 통해
LAN을 구성하는 절차는 LAN구성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LAN설정을 적용하려면 계측기의 전원을 껐다가 켜야 합니다.이 경우 계측기가 화면에 메시지를
잠깐 동안 표시하므로 LAN설정을 변경할 때는 화면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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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재설정

언제든지 웹 인터페이스 암호를 지우고 DHCP를 켜고 LAN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LAN을 재설정하는 동안에는 "Performing LAN Reset"메시지가 표시됩니다.

l SCPI: (동일한 명령 없음)

DHCP 켜기/끄기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로 LAN장치에 동적 IP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이 방법을 통해
LAN용으로 계측기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마지막으로 DHCP를 사용해 IP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첫째 소프트키를 DHCP로 전환합니다.

l SCPI:SYSTem:COMMunicate:LAN:DHCP <state>

IP주소,서브넷 마스크 또는 기본 게이트웨이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DHCP를 끄고 아래 설명에 따라 IP설정을 변경합니
다.

IP 주소

도트 표기로 표현된 4바이트 정수로 계측기의 정적 IP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각 바이트는 10진수 값이고 선행 0은 없
습니다(예: 169.254.2.20).

l DHCP가 켜져 있으면 계측기에 IP주소를 할당하려고 합니다. IP주소 할당이 실패하면 AutoIP가 계측기에 IP주소를 할
당하려고 합니다.

l IP주소를 받으려면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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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

l 마지막으로 첫째 소프트키를 Manual로 전환하고 IP Address를 눌러 새 IP주소를 입력합니다.원하는 주소를 입력
합니다.

l SCPI:SYSTem:COMMunicate:LAN:IPADdress <address>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을 사용하면 LAN관리자가 네트워크를 분할하여 관리 작업을 간소화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서브넷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호스트 주소 부분을 나타냅니다.

l 자세한 내용은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l 마지막으로 첫째 소프트키를 Manual로 전환하고 Subnet Mask를 누른 후에 숫자 키패드나 노브를 사용해 새 서브넷
마스크(예: 255.255.0.0)를 입력합니다.

l SCPI:SYSTem:COMMunicate:LAN:SMASk "<mask>"

기본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치입니다.기본 게이트웨이 설정은 해당 장치의 IP주소입니다.

l DHCP또는 AutoIP를 사용 중인 경우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l 게이트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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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첫째 소프트키를 Manual로 전환하고 More및 Gateway를 누릅니다.그런 다음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적절한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합니다.

l SCPI:SYSTem:COMMunicate:LAN:GATeway "<address>"

호스트 이름

호스트 이름은 도메인 이름의 호스트 부분이며, IP주소로 변환됩니다.

l 계측기에는 출고 시에 고유한 호스트 이름이 지정되지만 해당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호스트 이름은 LAN에서 고
유해야 합니다.

l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나머지 문자는 대소문자,숫자 또는 대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마지막으로 Host Name을 누르고 노브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노브를 사용하여 문자를 변
경하고 커서 화살표를 사용하여 문자 간을 이동합니다.

l SCPI:SYSTem:COMMunicate:LAN:HOSTname "<name>"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은 등록된 인터넷 이름이며 IP주소로 변환됩니다.전면 패널이나 SCPI에서는 도메인 이름을 설정할 수 없습니
다.

DNS서버

DNS(Domain Name Service)는 도메인 이름을 IP주소로 변환하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DNS서버 주소는 위 서비스를 실
행하는 서버의 IP주소입니다.

l 일반적으로 DHCP에서 DNS주소 정보를 검색하므로 DHCP가 사용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이 설정을 변경하
면 됩니다. DNS서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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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첫째 소프트키를 Manual로 전환하고 More및 Primary DNS또는 Second DNS를 누른 다음 숫자 키패
드나 노브를 사용하여 DNS주소를 입력합니다.

l SCPI:SYSTem:COMMunicate:LAN:DNS[1|2] "<address>"

현재 구성(LAN)

l 현재 작동 중인 설정을 선택하면 MAC주소와 현재 LAN구성이 표시됩니다.

l 전면 패널:

l SCPI: (동일한 명령 없음)

디스플레이를 처음 표시하면 현재 활성 상태인 설정만 반영되며 정보 표시 이후 수행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디스플레이가 열린 상태에서 DHCP가 IP주소를 할당해도 새 IP주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측기가 원격으로 전환되면 모든 LAN변경 사항이 취소되며,디스플레이가 다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LAN재시작이 실행
된 경우 LAN설정 페이지를 다시 선택하면 새로운 설정이 표시됩니다.

추가 LAN구성 명령은 SYSTem하위 시스템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웹 인터페이스

계측기에는 내장 웹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AN을 통해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Microsoft® Internet
Explorer와 같은 Java™지원 웹 브라우저를 통한 원격 계측기 액세스 및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 사용

1. PC에서 계측기로의 LAN연결을 구성합니다.

2. PC의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3. 브라우저 주소 필드에 계측기의 IP주소나 정규화된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여 계측기 웹 인터페이스를 실행합니다.

4. 웹 인터페이스 온라인 도움말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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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구성

구성 가능한 USB파라미터는 없습니다. Show USB Id기능을 사용하여 USB ID문자열(제조사에서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
니다.

l 전면 패널:

USB문자열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USB ID내에서 자릿수가 가장 긴 문자열이 계측기 일련 번호입니다.

l SCPI: (동일한 명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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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타임베이스 기준

외부 타임베이스 기준은 여러 계측기 간 동기화 또는 외부 10MHz클럭 신호로의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면 패널 커넥
터(10 MHz In및 10 MHz Out)및 회로를 제공합니다.또한 전면 패널에서 또는 원격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 파형의 위
상 오프셋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계측기의 위상을 정렬하려면 듀얼 채널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출력 신호를 비교합니다.

1. 10 MHz Out을 10 MHz In에 연결하여 두 계측기를 연결합니다.타임베이스가 더 정밀한 계측기를 10MHz기준 출
력 소스로 사용합니다.

2. 계측기 출력을 스코프 채널 입력에 연결합니다.

3. 두 계측기를 동일한 주파수로 설정합니다.스코프에 위상이 아닌 주파수를 기준으로 신호가 동기화되는 모습이 표시됩
니다. (위상 차이를 나타내는 데는 사각 파형이 좋습니다.)

4. 2채널 계측기의 경우 두 채널을 서로 위상 동기화합니다.이렇게 하면 각 채널의 변조 파형도 반송파에 동기화됩니다.

전면 패널:

SCPI:[SOURce[1|2]:]PHASe:SYNChronize

5. 첫째 계측기에서는 위상 설정을 기본값인 0으로 유지하고 Adjust Phase를 사용하여 둘째 계측기의 위상이 출력 신호
와 정렬되도록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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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이탈 정렬됨

Set 0 Phase를 사용하여 두 계측기가 정렬된 상태에서 새로운 0위상 기준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그런 다음 키패드나 노브를 사용하여 위상각을 설정합니다.위상이 정렬되면 Set 0 Phase를 누릅니다.

l SCPI:
[SOURce[1|2]:]PHASe {<angle>|MINimum|MAXimum}

[SOURce[1|2]:]PHASe: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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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파형 편집기

계측기에는 ASCII임의 파형(.ARB접미사)형식의 단일 채널 임의 파형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내장 파형 편집기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전압 값을 직접 입력 및 편집할 수도 있고,아래 단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최대 12가지 다른 유형의 표준 파
형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파형

기본 파형 편집

고급 편집

고급 연산

유틸리티 메뉴

표준 파형

내장 파형 편집기에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파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인 y = sin(x)

사각 두 전압 레벨 간에 전환되는 사각 파형

램프 전압이 선형으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파형

라인 라인 세그먼트

DC DC전압

노이즈 무작위 노이즈

가우스 가우스 벨 곡선

Sinc y = sin(x)/x

D-로렌츠 로렌츠 함수의 도함수.로렌츠 함수는 y = 1/(x²+1)이므로 D-로렌츠 함수는 y = -2x/
(x²+1)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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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하강 지수적인 감소: y = e-kx

지수 상승 지수적인 상승: y = 1 – e-kx

Haversine y = [1 – cos(x)]/2

파형을 선택하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측기에 파형의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전압폭 파형의 오프셋이 0일 때 0V보다 큰 피크 높이로, 10μV ~ 10V(기본값 1)입니다.

오프셋 0V를 기준으로 전체 파형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편이되는 거리로, -10 ~ 10V(기
본값 0)입니다.

진폭에 오프셋을 더한 값이 -10V ~ 10V사이여야 합니다.

위상 0도를 기준으로 파형이 전진(양수 값)또는 후진(음수 값)하는 각도로, -360 ~
360(기본값 0)입니다.

사이클 파형에 포함되는 전체 출력 사이클 수(양의 정수)입니다.각 사이클에는 최소 8개
의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 8 ~ 1,000,000(기본값 100)개의 파형에 포함되는 포인트 수입니다.메모리를
16,000,000포인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 사이클에는 8개 이상의 파형 포인트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포인트 수를 사이클 수로 나눈 값이 8이상이어야 합니다.

절반 폭

(D-로렌츠에 한함)
파형 폭을 제어하는 값이며,값이 커질수록 곡선이 넓어집니다. 1 ~한 사이클 내
의 총 포인트 수 범위의 정수(기본값 10)입니다.

하강 계수

(지수 하강에 한함)
파형의 하강 또는 상승 속도를 제어하는 -99 ~ 99범위의 10진수(기본값 -5)입니
다.

상승 계수

(지수 상승에 한함)

전폭

(가우스에 한함)
벨 곡선 높이의 절반인 곡선상의 포인트 간 벨 곡선 폭으로, 1 ~한 사이클의 포인
트 수(기본값 10)입니다.

대칭

(램프에 한함)
램프가 상승하는 시간 비율(사이클 주기당)로, 0 ~ 100범위의 10진수(기본값
100)입니다.

제로 크로싱

(Sinc에 한함)

파형 한쪽의 수평 축과 파형이 교차하는 횟수로, 0 ~ 100(기본값 10)입니다.

듀티 사이클

(사각 파형에 한함)

파형 전압이 하이인 시간 비율(사이클 주기당)로, 0 ~ 100(기본값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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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레벨

(라인에 한함)

라인 세그먼트 시작 또는 종료 부분의 전압입니다.

종료 레벨

(라인에 한함)

기본 파형 편집

[Waveforms],Arb,Arbs, Edit New, Start Editor를 차례로 눌러 내장 파형 편집기를 시작하면 초기 화면이 표시됩니
다. Edit New소프트키가 포함된 메뉴에 Import CSV소프트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오실로스코
프에서 다른 일반 계측기로 ASCII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dit Points을 사용하면 파형에 포함된 개별 포인트의 전압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또한 포인트를 파형에 삽입하거나 파
형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Advanced Edit기능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현재 화면 이미지에는 0VDC
에서 8포인트의 기본 새 임의 파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dit Params를 사용하면 파형이 재생되는 속도(초당 포인트 단위)인 파형의 샘플링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값은
속도 또는 주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한 단위를 변경하면 다른 단위가 파형 내에 포함된 포인트 수를 기준으로 재계산됩니
다.또한 이 기능을 사용하면 파형에 수평 축을 따라 라벨을 표시할 단위(시간 단위 또는 포인트 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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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Built-In을 사용하면 현재 파형에 12가지의 사전 정의 파형 중 하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Select Point #을 사용하면 파형을 삽입할 지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Choose Wave소프트키를 사용하여 12가지 파형 중
에서 삽입할 파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삽입할 파형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계측기에 삽입할 파형의 파라미터가 표시됩니다.위쪽 및 아래
쪽 화살표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편집할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파라미터를 지정하고 OK를 누릅니다.

Save를 사용하면 현재 파형을 계측기 내부 메모리의 현재 위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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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Editor를 선택하면 파형 편집기가 닫히며 일반 작동이 재개됩니다.

저장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으면 내장 파형 편집기를 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편집
기를 종료하고 나면 파형 발생기에서 파형을 재생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고급 편집

위에 설명한 대로 Edit Points메뉴에는 Advanced Edit소프트키가 있습니다.이 소프트키를 사용하면 파형 일부를 잘라
내기,복사 및 붙여넣기,표에서 파형 포인트 편집,파형에 대해 수학적 연산 수행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Cut/Copy/Paste를 사용하면 파형에서 두 마커 사이의 범위를 지정하고 마커로 정의되는 파형 포인트를 잘라내거나 복사
할 수 있습니다.범위를 잘라내거나 복사한 후에는 Paste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횟수만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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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e Location을 사용하면 파형 시작 부분,파형 종료 부분 또는 파형 내의 원하는 포인트에 범위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
다.

Edit Via Table을 사용하면 표에서 개별 포인트의 전압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노브를 사용하여 표를 스크롤하거나
Point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특정 포인트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파형 포인트를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Perform Math에서는 마커를 사용하여 파형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그런 후에 다른 파형의 전압 값을 기준으로 해
당 범위의 전압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수 있습니다.

Add, Subtract또는 Multiply를 누르면,계측기에 파형의 목록이 표시됩니다.파형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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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를 누르면 계측기에 파형을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목록이 표시됩니다.이 경우,아래 화면에 D-로렌츠를
선택한 예가 있습니다. From Point및 To Point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수학적 연산을 실행할 포인트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연산

Advanced Math을 사용하면 파형에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연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내장 파형 편집기에서 Advanced
Math를 열려면 Edit Points > Advanced Edit > Perform Math > Advanced Math를 누릅니다.

다음 화면과 함께 Advanced Math메뉴가 열립니다.다음 단락에서는 연산 전의 이미지와 연산 후의 이미지로 연산의 결
과를 예시하면서 아래 표시된 각 연산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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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t는 수평 축을 기준으로 파형을 반영시킵니다.

반전 전의 이미지

반전 후의 이미지

Absolute는 모든 음의 파형 값에 -1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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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수행 전의 이미지

/>

절대 수행 후의 이미지

Mirror는 범위 내 포인트의 순서를 거꾸로 바꿉니다.

미러 수행 전의 이미지

/>

미러 수행 후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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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을 사용하면 파형의 진폭과 오프셋을 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진폭 스케일이 180%,오프셋 스케일이 1V
로 설정되었습니다.

스케일 수행 전의 이미지

/>

스케일 수행 후의 이미지

Clip을 사용하면 상한과 하한을 벗어난 전압 값을 상한 및 하한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파형이 하한 -
400mV와 상한 700mV사이로 유지되도록 잘렸습니다.

자르기 수행 전의 이미지

/>

자르기 수행 후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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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에서는 마커를 사용하여 파형을 "잘라냄"으로써 마커 범위로 정의되는 포인트만 파형 내에 남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트리밍 수행 전의 이미지

/>

트리밍 수행 후의 이미지

유틸리티 메뉴

내장 파형 편집기 내에서 [System]키를 누르면 여러 유틸리티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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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o를 사용하면 실행 취소 작업의 크기와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양에 따라 최근 작업을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Redo를
사용하면 "실행 취소한"작업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재실행에도 실행 취소와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Pan/Zoom Control을 사용하면 수평 또는 수직으로 이동하거나 축소/확대할 수 있습니다.백분율 축소/확대 계수를 사용
하여 축소/확대하고 포인트나 전압을 지정하여 이동합니다.

Show All을 선택하면 전체 파형이 표시되도록 스케일이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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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생성 자습서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파형 유형 및 계측기 작동 모드의 작동 정보 이론에 대해 설명합니다.마지막 두 항목에는 신호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 임의 파형

l 유사 가우스 노이즈

l PRBS

l 변조

l 버스트

l 주파수 스위프

l AC신호의 특성

l 신호 결함

l 접지 루프

임의 파형

계측기의 표준 파형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요구를 임의 파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고유한 자극이 필요하거나
오버슈트,링잉,글리치 또는 노이즈와 같은 신호 결함을 시뮬레이션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임의 파형은 매우 복잡
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최신 통신 시스템의 신호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적합합니다.

최소 8포인트에서 최대 1,000,000포인트를 포함하는 임의 파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메모리를 16,000,000포인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계측기는 "샘플"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치 데이터 포인트를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파형이 발생될 때 전
압으로 변환합니다.포인트가 판독되는 주파수는 "샘플링 속도"이며 파형 주파수는 샘플링 속도를 파형의 포인트 수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예를 들어,파형에 40개의 포인트가 있고 샘플링 속도가 10MHz라고 가정하면,주파수는 (10MHz)/40 =
250MHz가 되고 주기는 4µs가 됩니다.

듀얼 임의 파형

임의 파형은 신호 채널 파형일 수도 있고,옵션인 IQ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IQ베이스밴드 신호와 같은 듀얼 채널 임의 파형
일 수도 있습니다.듀얼 임의 파형은 스테레오 음악 파일과 동일합니다.즉,같은 샘플 수를 포함하고 항상 함께 시작 및 종료
되며 항상 같은 샘플링 속도로 재생되는 두 개의 정보 채널을 포함합니다.

SCPI FUNCtion하위 시스템의 명령 또는 전면 패널을 통해 듀얼 임의 파형의 채널 간 스큐 및 밸런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파형 필터

계측기에는 임의 파형 생성 시 포인트 간의 전환을 부드럽게 하는 필터가 두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l 일반 필터:폭이 넓고 평평한 주파수 응답을 제공하지만 스텝 응답에 오버슈트 및 링잉이 나타납니다.

l 스텝 필터:거의 이상적인 스텝 응답을 제공하지만 일반 필터보다 주파수 응답에 롤오프가 많아집니다.

l 끄기:포인트 간에 출력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전환 시간은 약 10ns가 됩니다.

각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는 파형 샘플링 속도의 고정 비율입니다.일반 필터의 응답은 샘플링 속도의 27%에서 -3dB이며,
스텝 필터의 응답은 샘플링 속도의 13%에서 -3dB입니다.예를 들어 100MSa/s로 임의 파형을 재생하는 경우 일반 필터의 -
3dB주파수 대역폭은 27MHz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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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시퀀싱

계측기는 길고 복잡한 임의 파형 시퀀스(세그먼트)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세그먼트 사이의 전환은 실시간으로 중단 없이 일
어납니다.유사한 예를 들면 세그먼트를 음악 재생기의 노래로,시퀀스를 재생 목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시퀀스 단계에서 세그먼트와 그 재생 횟수를 지정합니다.또한 시퀀스를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트리거를 기다릴 것
인지 여부와 단계별 동기 신호의 생성 방식을 지정합니다.

각 세그먼트에 대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세그먼트를 1 ~ 1,000,000회까지 재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

l 세그먼트를 한 번 재생하고 정지한 후 계속 진행하기 전에 트리거 대기

l 트리거가 발생할 때까지 세그먼트를 반복한 후 진행

l 확실히 정지하기 전까지 세그먼트 반복

동기 신호 생성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세그먼트 시작 부분에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

l 세그먼트 시작 부분에서 동기 부정

l 세그먼트 전체에서 현재 동기 상태 유지

l 세그먼트의 시작 부분에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그먼트 내의 정의된 포인트에서 부정

유사 가우스 노이즈

노이즈 파형은 양적 및 질적 통계 속성용으로 최적화됩니다.이 파형은 50년 이상의 연속 작동 동안 반복되지 않습니다.실
제 가우스 분포와 달리 계측기의 Vpp설정 범위를 벗어나는 전압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파고율(피크 전압을 RMS전압으
로 나눈 값)은 약 4.6입니다.

노이즈 대역폭은 1mHz에서 계측기의 최대 대역폭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노이즈 신호의 에너지는 DC에서 선택한 대역
폭까지의 대역에 집중되므로,대역폭 설정이 낮을 경우 관심 대역 내에서 신호가 더 높은 스펙트럼 밀도를 가집니다.예를 들
어 오디오 작업의 경우,대역폭을 30kHz로 설정하면 대역폭을 30MHz로 설정했을 때보다 오디오 대역 신호 강도를 30dB높
일 수 있습니다.

PRBS

PRBS(Pseudo-Random Bit Sequence)는 두 가지 레벨(하이 및 로우)을 포함하며 시퀀스 생성 알고리즘을 모르는 경우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두 레벨 간에 전환됩니다. PRBS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LFSR(Linear-Feedback Shift
Register)에 의해 생성됩니다.

LFSR은 포함된 단계 수와 피드백 네트워크 내의 XOR(배타적 논리합)게이트에 피드할 단계("탭")에 의해 지정됩니다.
PRBS출력은 최종 단계에서 획득됩니다.탭을 적절히 선택한 경우 L-단계 LFSR은 길이 2L-1의 반복적인 PRBS를 생성합니
다. LFSR의 클럭 주파수에 따라 PRBS의 "비트 레이트"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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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에서는 L을 7, 9, 11, 15, 20또는 23으로 설정하여 길이가 127비트 ~ 8,388,607비트인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
다.

변조

진폭 변조(AM)

계측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AM을 구현합니다.

l DSB-FC(Double-Sideband Full-Carrier). ITU명칭이 A3E인 DSB-FC는 AM방송에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DSB-FC에 사용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t)= [(1/2)+(1/2)•d•m(t)]•A
c
•sin(ω

c
t)

여기서,

m(t)은 변조 신호입니다.
   A

c
는 반송파 진폭입니다.

   ω
c
는 반송파의 주파수입니다.

   d는 "변조 깊이"또는 변조에 의해 사용되는 진폭 범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깊이 설정이 80%이면 내부 또는 최대 범위(±5V)외부 변조 신호에서 진폭 설정의 10% ~ 90%사이로 진폭
이 변화합니다(90% - 10% = 80%).계측기의 최대 출력 전압(50Ω입력일 때 ±5 ,고임피던스 입력일 때 ±10V)을 초
과하지 않는 한 깊이는 최고 12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상단 트레이스는 변조 신호를 나타내고 하단 트레이스는 변조된 반송파를 나타냅니다.

l DSSC(Double-Sideband Suppressed-Carrier).대부분의 최근 방송 시스템은 동일한 주파수이지만 90도의 위상차를
가진 두 반송파 각각에 DSSC를 채택합니다.이를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합니다.

DSSC에 사용되는 방정식은 y(t)=d•m(t)•sin(ω
c
t)입니다.

DSB-SC의 경우 m(t) < 0일 때마다 반송파 신호가 반전됩니다. QAM의 경우에는 둘째 반송파 신호가 cos(ω
c
t)가 되어

첫째 반송파에서 90도로 위상 이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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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변조(FM)

주파수 변조는 변조 신호에 따라 반송파 신호의 주파수를 변화시킵니다.

y(t)=A
c
•sin[(ω

c
+d•m(t) )•t]

여기서 m(t)은 변조 신호이고 d는 주파수 편차입니다.편차가 변조 신호 대역폭의 1%미만인 FM은 협대역,그 이외의 FM은
광대역입니다.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변조되는 신호의 대역폭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협대역 FM의 경우 BW ≈ 2•(변조 신호 대역폭)

광대역 FM의 경우 BW ≈ 2•(편차+변조 신호 대역폭)

아래 이미지에서 상단 추적은 변조 신호를 나타내고 하단 추적은 변조된 반송파를 나타냅니다.

위상 변조(PM)는 FM과 유사하지만 주파수가 아닌 반송파의 위상이 변화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y(t)=sin[ω
c
t+d•m(t) ]

여기서 m(t)은 변조 신호이고 d는 위상 편차입니다.

FSK(Frequency-Shift Keying, 주파수 편이 변조)

FSK는 FM와 유사하지만 반송파 주파수가 두 가지 사전 설정 값인 반송파 주파수와 홉 주파수로 서로 전환된다는 점이 다릅
니다.경우에 따라 홉 주파수와 반송파 주파수를 "마크"및 "공백"이라고도 합니다.이러한 값 간의 전환 속도는 내장 타이머
또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에 따라 결정됩니다.주파수 변경은 즉각적이며 위상 연속적입니다.

내부 변조 신호는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상단 추적은 변조 신호를 나타내고 하단 추적은 변조된 반송파를 나타냅니다.

138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파형 생성 자습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이진 위상 편이 변조)

BPSK는 FSK와 유사하지만 주파수가 아니라 반송파의 위상이 두 값 사이로 전환된다는 점이 다릅니다.이러한 값 간의 전환
속도는 내장 타이머 또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에 따라 결정됩니다.위상 변경은 즉각적입니다.

내부 변조 신호는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

펄스 폭 변조(PWM)

PWM은 펄스 파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펄스 폭은 변조 신호에 따라 변경됩니다.펄스 폭이 변경되는 양을 폭 편차라고 하
며,파형 주기의 백분율(즉,듀티 사이클)또는 시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듀티 사이클 20%의 펄스를 지정
하고 편차 5%의 PWM을 활성화하면 듀티 사이클이 변조 신호의 제어 하에 15%에서 25%까지 변화합니다.

총량 변조(Sum)

"Sum"기능은 변조 신호를 반송파에 합산합니다.예를 들어,신호에 제어 가능한 양의 가변 대역폭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두
가지 톤의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계측기에 포함된 내장 변조 발생기는 동일한 연속 파형을 기본 발생기로 생성할 수 있으
므로,이전까지는 계측기 두 대가 필요했던 다수의 신호를 Sum기능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Sum기능은 출력 신호의 진폭을 변조 신호의 진폭에 따라 증가시킵니다.이로 인해 계측기가 더 높은 출력 전압 범위로 전
환되어 일시적인 신호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이 적용 분야에서 문제가 될 경우 범위 유지 기능을 켜십시오.
전압이 상승되어 테스트 대상 장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 전압 한계치를 적용하십시오.

버스트

버스트라는 지정된 사이클 수의 파형을 출력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버스트는 N사이클 버스트("트리거 버스
트"라고도 함)또는 게이트 버스트의 두 가지 모드 중 하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사이클 버스트는 특정 개수의 파형 사이클(1 ~ 1,000,000)로 구성되며,항상 트리거 이벤트에 의해 시작됩니다.또한 버
스트 카운트를 "Infinite"로 설정하여 계측기가 트리거되면 연속 파형이 생성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상단 트레이스는 동기 출력이고 하단 트레이스는 메인 출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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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클 버스트 파형

버스트의 경우 트리거 소스는 외부 신호,내장 타이머,키 또는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외부 트리
거 신호의 입력은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입니다.이 커넥터는 TTL호환 레벨을 지원하며 플로팅 접지가 아닌 섀시 접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t Trig커넥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출력으로 구성하면 계측기에서 내부 트리거가 발생함과 동
시에 다른 계측기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N사이클 버스트는 항상 시작 위상이라는 파형 내의 동일 포인트에서 시작 및 종료됩니다.

GATed버스트 모드에서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에 따라 출력 파형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BURSt:GATE:POLarity를 사용하여 이 신호의 극성을 선택합니다.게이트 신호가 참이면 계측기에서 연속 파형을 출력합니
다.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현재 파형 사이클이 완료된 다음 계측기가 파형 시작 버스트 위상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을 유
지하면서 정지됩니다.노이즈 파형의 경우 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출력이 즉시 정지됩니다.

주파수 스위프

주파수 스위프는 FM과 유사하지만 변조 파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대신,계측기가 선형 또는 로그 함수 중 하나,또는 최대
128개의 사용자 정의 주파수 목록을 기준으로 출력 주파수를 설정합니다.선형 스위프에서는 출력 주파수가 초당 Hz에 해
당하는 상수로 변경되며 로그 스위프에서는 주파수가 초당 데케이드에 해당하는 상수로 변경됩니다.로그 스위프를 사용하
면 선형 스위프에서 저주파 대역의 분해능이 손실될 수 있는 폭넓은 주파수 범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스위프의 특성은 스위프 시간(주파수가 시작 주파수에서 정지 주파수로 완만하게 변경되는 기간),홀드 시간(주파수
가 정지 주파수로 유지되는 기간),복귀 시간(주파수가 시작 주파수로 완만한 선형을 이루며 복귀하는 기간)으로 지정됩니
다.트리거 설정에 따라 다음 스위프의 시작 시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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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신호의 특성

가장 일반적인 AC신호는 사인 파형입니다.실제로,모든 주기적 신호는 여러 사인 파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사인
파형의 진폭은 대개 피크,피크 대 피크 또는 RMS(Root-Mean-Square)값으로 지정됩니다.이러한 모든 측정값은 파형의 오
프셋 전압이 0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파형의 피크 전압은 모든 포인트의 최대 절대값입니다.피크 대 피크 전압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입니다. RMS전압은 모
든 파형 포인트의 표준 편차와 같으며,신호에 포함된 1사이클 평균 출력에서 신호의 DC성분 내 출력을 뺀 값을 나타내기
도 합니다.파고율은 RMS값에 대한 신호의 피크 값 비율이며,파형 형태에 따라 변화합니다.아래 표에 몇 가지 일반적인 파
형과 각각의 파고율, RMS값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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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의 "DC전압"을 측정하는 데 평균 판독 전압계를 사용하는 경우 판독값이 DC오프셋 설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이는 파형에서 DC오프셋에 추가되는 0이외의 평균 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AC레벨이 "1mW대비 데시벨"(dBm)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dBm은 출력 레벨을 나타내므로 계산을 완
료하려면 신호의 RMS전압과 로드 저항을 알아야 합니다.

dBm = 10 x log
10
(P / 0.001)여기서 P = VRMS2/RL

50Ω로드로 입력되는 사인 파형의 경우 아래 표에 dBm대 전압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dBm RMS 전압 피크 대 피크 전압

+23.98 dBm 3.54 Vrms 10.00 Vpp

+13.01 dBm 1.00 Vrms 2.828 Vpp

+10.00 dBm 707 mVrms 2.000 Vpp

+6.99 dBm 500 mVrms 1.414 Vpp

3.98 dBm 354 mVrms 1.000 Vpp

0.00 dBm 224 mVrms 632 mVpp

-6.99 dBm 100 mVrms 283 mVpp

-10.00 dBm 70.7 mVrms 200 mVpp

-16.02 dBm 35.4 mVrms 100 mVpp

-30.00 dBm 7.07 mVrms 20.0 mVpp

-36.02 dBm 3.54 mVrms 10.0 mVpp

-50.00 dBm 0.707 mVrms 2.00 mVpp

-56.02 dBm 0.354 mVrms 1.00 mVpp

75Ω또는 600Ω로드의 경우 다음 변환식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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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 (75 Ω) = dBm (50 Ω) – 1.76 dBm (600 Ω) = dBm (50 Ω) – 10.79

신호 결함

사인 파형의 경우,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일반적인 신호 결함을 가장 쉽게 묘사하고 관찰할 수 있습
니다.기본 주파수(또는 "반송파")와 다른 주파수의 출력 신호 성분은 모두 왜곡으로 간주됩니다.이러한 결함은 고조파 왜
곡,비고조파 의사 신호 또는 위상 노이즈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반송파 레벨 대비 데시벨 또는 "dBc"로 지정됩니다.

고조파 왜곡

고조파 성분은 기본 주파수의 정수 배수에서 발생하며,일반적으로 신호 경로 내의 비선형 성분에 의해 생깁니다.낮은 신호
진폭에서는 메인 신호와 결합될 수 있는 다수의 강한 고조파 성분이 포함된 사각 파형인 동기 신호가 또 다른 고조파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계측기 내에서는 동기 신호가 메인 신호 출력과 강력히 격리되지만 외부 케이블에서 커플링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중 또는 삼중 차폐가 된 고품질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동기가 필요하지 않
으면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끄십시오.

비고조파 의사 신호

"스퍼(spur)"라고도 하는 비고조파 의사 성분의 원인 중 하나는 디지털 파형 값을 전압으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
터(DAC)입니다.이러한 DAC내의 비선형성은 고조파를 나이키스트(Nyquist)주파수보다 높게 상승시켜 더 낮은 주파수로
앨리어스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0MHz의 5차 고조파(150MHz)는 100MHz에서 스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고조파 스퍼의 다른 원인은 관련이 없는 신호 소스(예:임베디드 컨트롤러의 클럭)가 출력 신호로 커플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퍼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진폭을 가지며 100mVpp아래의 신호 진폭에서 가장 까다로운 존재입니다.낮은 진폭에
서 최적의 신호 순도를 얻으려면 계측기의 출력 레벨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고 외부 감쇠기를 사용하십시오.

위상 노이즈

위상 노이즈는 출력 주파수 내의 작고 순간적인 변화("지터")로 인해 발생합니다.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위상 노이즈는 출력
신호의 주파수 부근 명시 노이즈 플로어에서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위상 노이즈 사양은 30MHz사인 파형에서 1kHz,
10kHz, 100kHz거리에 위치한 1Hz대역 내 노이즈의 진폭을 나타냅니다.스펙트럼 분석기에도 위상 노이즈가 있으므로 판
독하는 레벨에 분석기의 위상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양자화 노이즈

파형 DAC내의 유한 분해능은 전압 양자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오류가 ±0.5의 최하위 비트 범위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표준 파형의 등가 노이즈 레벨은 약 -95dBc입니다.이 레벨에서는 계측기 내의 다른 노이즈 소스가 지배적
입니다.하지만 DAC코드의 전체 범위(-32767 ~ +32767)를 사용하지 않는 임의 파형에서는 양자화 노이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능한 경우 전체 범위를 사용하도록 임의 파형을 스케일링하십시오.

접지 루프

계측기의 신호 발생 부분은 섀시(지면)접지와 절연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시스템 내의 접지 루프를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출력 신호에 접지 이외의 다른 전압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에는 동축 케이블을 통해 로드와 연결된 계
측기가 나와 있습니다.접지 전위에 차이(V

GND
)가 있을 경우 전류 IGND가 케이블의 차폐를 통해 흐르게 되며,따라서 차폐

임피던스(Z
SHIELD

)로 인한 전압 강하가 발생합니다.이 전압(I
GND

x Z
SHIELD

)은 로드 전압 내에서 오류로 나타납니다.그러
나 계측기가 절연되어 있어 I

GND
의 흐름을 막는 높은 직렬 임피던스(대개 1MΩ초과, 50nF와 병렬 위치)가 존재하므로 이러

한 현상이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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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kHz이상의 주파수에서 동축 케이블의 차폐는 저항성이 아닌 유도성을 띠며,케이블이 변압기와 같은 작동을 하게 됩니
다.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 I

GND
로 인한 차폐 내의 전압 강하가 중심 도체 내의 등가 전압으로 상쇄되어 높은 주파수에서

접지 루프의 영향이 감소됩니다.이중 또는 삼중의 편조 차폐가 적용된 동축 케이블은 저항이 더 낮으며,따라서 더 낮은 주
파수에서 변압기 역할을 하게 되므로 단일 편조 또는 박막 차폐보다 훨씬 좋습니다.

접지 루프로 인한 오류를 줄이려면 고품질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계측기를 로드에 연결하고 케이블의 차폐를 통해 로드에

서 접지하십시오.가능한 경우 계측기와 로드를 동일한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여 추가적인 접지 전위 차이를 최소화하십시
오.

Sync및 Modulation In커넥터의 외부 케이스는 메인 출력 커넥터의 케이스와 연결됩니다.즉, Sync및/또는
Modulation In에 연결된 케이블로 인해 접지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커넥터 케이스에 서로 다른 전압을
인가하려고 시도할 경우 계측기를 통해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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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I 프로그래밍 참조
이 단원에서는 계측기의 SCPI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SCPI언어 소개

SCPI명령 및 쿼리의 사전순 목록

프로그래밍 예제

명령 빠른 참조

출고 시 재설정 상태

SCPI오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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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I 언어 소개
SCPI(Standard Commands for Programmable Instruments)는 테스트 및 측정 계측기용으로 설계된 ASCII기반 계측기 명
령 언어입니다. SCPI명령은 트리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이 시스템에서는 연관된 명령이 공통
노드 또는 루트 아래에 그룹화되어 하위 시스템을 형성합니다.아래에는 트리 시스템을 보여 주는 OUTPut하위 시스템의 일
부입니다.

OUTPut:
         SYNC {OFF|0|ON|1}

         SYNC:
MODE {NORMal|CARRier}
                POLarity {NORMal|INVerted}

OUTPut은 루트 키워드이고 SYNC는 둘째 레벨 키워드이며 MODE및 POLarity는 셋째 레벨 키워드입니다.콜론( : )으로
명령 키워드와 하위 레벨 키워드를 구분합니다.

구문 규약

명령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형식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SOURce[1|2]:]VOLTage:UNIT {VPP|VRMS|DBM}

[SOURce[1|2]:]FREQuency:CENTer {<frequency>|MINimum|MAXimum}

명령 구문에서는 대부분의 명령과 일부 파라미터가 대소문자가 혼합된 문자로 표시됩니다.대문자는 명령의 약어 철자를 나
타냅니다.짧은 프로그램 라인에서는 약어 형식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가독성을 높이려면 긴 형식을 전송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구문 명령문에서는 VOLT와 VOLTAGE형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VOLTAGE, volt, Volt가 모두 허용됩니다.그러나 VOL, VOLTAG등의 다른 형식은 올바르지 않으며 사용하는 경
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l 중괄호( { } )는 지정된 명령 문자열에 대해 선택한 파라미터를 묶는 데 사용됩니다.그러나 명령 문자열과 함께 전송되
지는 않습니다.

l 수직 바( | )는 지정된 명령 문자열에 대해 다수의 파라미터 선택 사항을 구분합니다.예를 들어 위 명령에서
{VPP|VRMS|DBM}은 "VPP", "VRMS"또는 "DBM"을 지정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바는 명령 문자열과 함께 전송되지
않습니다.

l 둘째 예제의 각괄호( < > )는 해당 괄호 내의 파라미터에 대해 값을 지정해야 함을 나타냅니다.예를 들어 위의 구문 명
령문에서는 <frequency>파라미터가 각괄호로 묶여 있습니다.그러나 괄호는 명령 문자열과 함께 전송되지 않습니다.
"FREQ:CENTMIN"과 같이 구문에 표시된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면 "FREQ:CENT 1000"과 같이 파라미터
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l 노드,파라미터 등의 일부 구문 요소는 대괄호( [ ])로 묶습니다.대괄호는 해당 요소가 선택 사항이므로 생략할 수 있음
을 나타냅니다.그러나 괄호는 명령 문자열과 함께 전송되지 않습니다.옵션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계측기
는 기본값을 선택합니다.위의 예제에서 "SOURce[1|2]"는 "SOURce"나 "SOURce1"또는 "SOUR1"이나 "SOUR"를 사
용하여 소스 채널 1을 참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또한 전체 SOURce노드가 괄호로 묶인 선택 사항이므로 SOURce
노드 전체를 비워 둠으로써 채널 1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SOURce언어 노드의 기본 채널이 채널 1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채널 2를 참조하려면 프로그램 라인에서 "SOURce2"또는 "SOUR2"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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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구분 문자

콜론( : )은 명령 키워드와 하위 레벨 키워드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파라미터를 명령 키워드와 구분하려면 공백을 삽입
해야 합니다.명령에 파라미터가 하나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쉼표를 사용하여 인접 파라미터와 구분해야 합니
다.

APPL:SIN 455E3,1.15,0.0

이 예제에서 APPLy명령은 455KHz주파수(진폭 1.15볼트, DC오프셋 0.0볼트)에서 사인 파형을 지정합니다.

세미콜론( ; )은 같은 하위 시스템 내의 명령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며 입력을 최소화하는 기능도 합니다.예를 들어 다음 명
령 문자열을 전송하는 것은

TRIG:SOUR EXT; COUNT 10

다음의 두 명령을 전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TRIG:SOUR EXT

TRIG:COUNT 10

MIN, MAX 및 DEF 파라미터 사용

대부분의 명령에 대해 파라미터 대신 "MIN"또는 "MA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SOURce[1|2]:]APPLy:DC [{<frequency>|DEF} [,{<amplitude>|DEF} [,{<offset>|MIN|MAX|DEF}]]]

이 명령에서는 <offset>파라미터에 대해 특정 값을 선택하는 대신 MIN을 사용하여 오프셋을 최소값으로 설정하거나 MAX
를 사용하여 오프셋을 최대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F를 지정하여 각 파라미터,즉 <frequency>, <amplitude>및
<offset>에 대해 기본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 쿼리

명령에 물음표( ? )를 추가하여 파라미터 대부분의 현재 값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 명령에서는 트리거 카운
터를 10개 판독값으로 설정합니다.

TRIG:COUN 10

아래 명령을 전송하여 카운트 값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TRIG:COUN?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최소 또는 최대 카운트를 쿼리할 수도 있습니다.

TRIG:COUN? MIN

TRIG:COUN? MAX

SCPI 명령 종결 문자

계측기로 전송하는 명령 문자열은 <new line>(<NL>)문자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IEEE-488 EOI(End-Or-Identify)메시지
는 <NL>문자로 해석되며 <NL>문자 대신 명령 문자열을 종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rriage return>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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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이 붙은 형식도 허용됩니다.명령 문자열이 종결되면 항상 현재 SCPI명령 경로가 루트 레벨로 재설정됩니다.

쿼리를 포함하며 계측기로 전송되는 모든 SCPI메시지에 대해 계측기는 반환된 응답을 <NL>또는 라
인 피드 문자(EOI)로 종결합니다.예를 들어 "DISP:TEXT?"를 전송하는 경우 응답은 반환된 데이터 문
자열 뒤에 <NL>이 붙는 형식으로 종결됩니다. "DISP?;DISP:TEXT?"와 같이 SCPI메시지에 세미콜론
으로 구분된 여러 쿼리가 포함된 경우에도 반환된 응답은 마지막 쿼리에 대한 응답 뒤에 <NL>이 붙는
형식으로 종결됩니다.두 경우 모두 다른 명령이 계측기로 전송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응답 안의 <NL>
을 읽어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IEEE-488.2 공통 명령어

IEEE-488.2표준은 재설정,자가 테스트,상태 작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 명령어 집합을 정의합니다.공통 명령어는
항상 별표( * )로 시작하고 3자 길이이며 파라미터를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습니다.명령 키워드는 첫째 파라미터와 공백으
로 구분됩니다.여러 명령을 구분하려면 아래와 같이 세미콜론( ; )을 사용합니다.

*RST; *CLS; *ESE 32; *OPC?

SCPI 파라미터 유형

SCPI언어는 프로그램 메시지 및 응답 메시지에 사용할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정의합니다.

숫자 파라미터

숫자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경우 옵션 부호,소수점 및 공학 표기법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진수 숫자
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N, MAX, DEF등 숫자 파라미터의 특수 값도 사용 가능합니다.숫자 파라미터와 함께 M,
k, m, u등의 엔지니어링 단위 접미사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명령에서 특정 값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계측기는 입력 숫자
파라미터를 허용되는 값으로 자동 반올림합니다.다음 명령에는 주파수 값에 대한 숫자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SOURce[1|2]:]FREQuency:CENTer {<frequency>|MINimum|MAXimum}

SCPI구문 분석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M"또는 "m"문자와 관련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계측기는 "mV"또는 "MV"를 밀리볼트로, "MHZ"또는 "mhz"를 메가헤
르츠로 해석합니다.마찬가지로 "MΩ"또는 "mΩ"은 메가옴으로 해석됩니다.메가에 해당하는 접두사
"M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MAV"는 메가볼트로 해석됩니다.

이산 파라미터

이산 파라미터는 IMMediate, EXTernal, BUS등 제한된 수의 값을 포함하는 설정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됩니다.이러한
파라미터에도 명령 키워드처럼 짧은 형식과 긴 형식이 있을 수 있으며,대소문자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쿼리 응답
에서는 항상 모두 대문자로 된 짧은 형식이 반환됩니다.다음 명령에는 전압 단위에 대한 이산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SOURce[1|2]:]VOLTage:UNIT {VPP|VRMS|DBM}

불리언 파라미터

불리언 파라미터는 참 또는 거짓인 단일 이진 조건을 나타냅니다.거짓 조건의 경우 "OFF"또는 "0"이,참 조건의 경우에는
"ON"또는 "1"이 허용됩니다.불리언 설정을 쿼리하면 항상 "0"또는 "1"이 반환됩니다.다음 명령에는 불리언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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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OFF|0|ON|1}

ASCII 문자열 파라미터

문자열 파라미터는 사실상 모든 ASCII집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문자열은 일치하는 따옴표(작은따옴표 또는 큰따옴표)
로 시작하고 끝나야 합니다.사이에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따옴표 구분 문자를 두 번 입력하면 해당 구분 문자를 문자열의 일
부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음 명령에서는 문자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DISPlay:TEXT <quoted string>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계측기 전면 패널에 "WAITING..."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이때 따옴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DISP:TEXT "WAITING..."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같은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DISP:TEXT 'WAITING...'

Device Clear 사용

Device Clear는 계측기를 반응성이 뛰어난 상태로 되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IEEE-488로우 레벨 버스 메시지입니다.각
프로그래밍 언어 및 IEEE-488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자체 고유 명령을 통해 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evice Clear
메시지를 수신할 때 상태 레지스터,오류 대기열 및 모든 구성 상태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Device Clear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진행 중인 측정은 중단됩니다.
l 계측기가 트리거 "유휴"상태로 돌아갑니다.
l 계측기의 입력 및 출력 버퍼가 지워집니다.
l 계측기가 새 명령 문자열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계측기 작동을 종료하려면 ABORt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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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I 명령 및 쿼리의 사전순 목록

SCPI 명령 및 쿼리의 사전순 목록
AM하위 시스템

APPLy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BURSt하위 시스템

CALibration하위 시스템

DATA하위 시스템

DISPlay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REQuency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FUNCtion하위 시스템

HCOPy하위 시스템

IEEE-488.2공통 명령어

INITiate하위 시스템

LIST하위 시스템

LXI하위 시스템

MARKer하위 시스템

MEMory하위 시스템

MMEMory하위 시스템

OUTPut하위 시스템

PHASe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RATE하위 시스템

ROSC하위 시스템

SOURce하위 시스템

STATus하위 시스템

SUM하위 시스템

SWEep하위 시스템

SYSTem하위 시스템

TRIGger하위 시스템

VOLTage하위 시스템

기타 명령

ABORt

COMBine:FEED

FORMat:BORDer

TRACk

UNI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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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

ABORt
시퀀스,목록,스위프,버스트 또는 무한 버스트를 정지합니다.또한 트리거 하위 시스템을 유휴 상태로 복귀시킵니다.
INITiate:CONTinuous가 ON이면 계측기는 즉시 트리거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위에 나와 있는 항목을 정지합니다.
ABOR

l 트리거된 작업(트리거된 목록,트리거된 스위프,트리거된 버스트,트리거된 임의 파형 재생)을 정지합니다.

l 계측기가 일반 또는 변조 모드일 때는 ABORt를 실행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단,시퀀스가 지정된 임의 파형,목
록,버스트 및 스위프는 예외입니다.계측기에서 시퀀스,목록,버스트 또는 스위프를 실행 중인 경우 ABORt를 실행하
면 현재 INIT및 트리거 조건을 사용하여 정지된 항목이 재시작됩니다.

l 목록 모드에서 ABORt를 실행하면 첫째 트리거가 수행될 때까지 주파수가 "일반"모드 주파수로 되돌아갑니다.첫째 트
리거 이후에는 목록의 첫째 주파수가 사용됩니다.

l 스위프 중에 ABORt를 실행하는 경우 스위프가 시작 스위프 주파수로 복귀합니다.

l 두 채널 계측기에서는 ABORt가 항상 두 채널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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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하위 시스템

AM 하위 시스템
AM하위 시스템에서는 반송파에 진폭 변조(AM)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제

진폭 변조(AM)파형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반송파 구성: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을 사용하여 반송파의 함수,주파수,진폭 및 오프
셋을 지정합니다.

2. 진폭 변조 모드 선택: AM:DSSC

3. 변조 소스 선택(내부, 외부, CH1, CH2): AM:SOURce.외부 소스의 경우에는 아래의 4 ~ 5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
다.

4. 변조 파형 선택: AM:INTernal:FUNCtion

5. 변조 주파수 설정: AM:INTernal:FREQuency

6. 변조 깊이 설정: AM[:DEPTh]

7. AM 활성화: AM:STATe:ON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FUNCtion SQU

FREQuency +1.0E+04

VOLTage +1

VOLTage:OFFset 0.0

AM:SOURce INT

AM:DSSC 0

AM:DEPTh +120

AM:INTernal:FUNCtion TRI

AM:INTernal:FREQ 5E+02

AM:STATe 1

OUTPut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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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하위 시스템

[SOURce[1|2]:]AM[:DEPTh] {<depth_in_percent>|MINimum|MAXimum}
[SOURce[1|2]:]AM[:DEPTh]? [{MINimum|MAXimum}]

내부 변조 깊이("백분율 변조")를 백분율 단위로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 ~ 120(기본값 100) +5.000000000000000E+01

내부 변조 깊이를 50%로 설정합니다.
AM:DEPT 50

내부 변조 깊이를 120%로 설정합니다.
AM:DEPTMAX

l 100%이상의 깊이에서도 계측기의 출력(50Ω로드에 입력)은 ±5V피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00%이상의 변조 깊
이를 달성하려면 출력 반송파 진폭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l AM:SOURce EXTernal을 사용하는 경우 반송파가 외부 파형으로 변조됩니다.변조 깊이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
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변조 깊이(AM[:DEPTh]) 100%에서 변조 신호가 +5V일 때 출
력은 최대 진폭이 됩니다.마찬가지로 변조 신호가 -5V이면 최소 진폭에서 출력이 생성됩니다.

[SOURce[1|2]:]AM:DSSC {ON|1|OFF|0}
[SOURce[1|2]:]AM:DSSC?

진폭 변조 모드 선택 - Double Sideband Suppressed Carrier(ON)또는 AMmodulated carrier with sidebands(OFF)를 선택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 0 (OFF) or 1 (ON)

AM을 DSSC모드로 설정합니다.
AM:DSSCON

l 전원 켜기 기본값은 OFF입니다.

l DSSC AM에서 변조가 0이면 출력 신호도 0이 되고,변조 입력 신호를 높이면 변조 신호의 진폭에 비례하여 측파대
(sideband)의 진폭도 높아집니다.

l DSSC AM은 일부 디지털 변조 모드에 유용합니다.

l "일반" AM에서는 변조가 0이면 절반 진폭 반송파 신호가 출력됩니다.변조 입력 신호가 높아지면 반송파는 진폭 0 ~
100%사이에서 진폭 변조됩니다.

l DSSC에서는 AM[:DEPTh]설정이 적용되며 변조 신호의 스케일을 0%에서 120%변조로 조정합니다.

[SOURce[1|2]:]AM:INTernal: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AM:INTernal:FREQuency? [{MINimum|MAXimum}]

변조 파형의 주파수를 설정합니다.변조 소스로 선택된 파형은 이 주파수(파형 주파수 한계 이내)에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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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μHz ~내부 함수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값 기본값 100Hz +1.000000000000000E+04

변조 주파수를 10kHz로 설정합니다.
AM:INT:FUNC 10000

l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선택하면 주파수가 임의 파형의 주파수로 변경됩니다.이 주파수는 임의 파형의 포인트 수 및
샘플링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l 변조 소스에 대해 임의 파형을 사용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임의 파형의 샘플링 속도를 나타내는 캐시된 메

타데이터도 변경됩니다. FUNCtion:ARBitrary:FREQuency, FUNCtion:ARBitrary:PERiod및
FUNCtion:ARBitrary:SRATe를 사용하여 임의 파형의 변조 주파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의 주파수가 마지막으로 재
생되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과 변조 주파수 명령은 직접적으로 커플링됩니다.
나중에 변조를 끄고 동일한 임의 파형을 현재 기능으로 선택하면 샘플링 속도와 포인트 수를 기반으로 하는 해당 주파

수는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재생했을 때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l 내부 함수가 TRIangle, UpRamp또는 DnRamp인 경우 최대 주파수는 200kHz로 제한됩니다.내부 함수가 PRBS이면
주파수는 비트 레이트를 기준으로 하며 50Mbps로 제한됩니다.

l 이 명령은 내부 변조 소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AM:SOURce INTernal).

[SOURce[1|2]:]AM:INTernal:FUNCtion <function>
[SOURce[1|2]:]AM:INTernal:FUNCtion?

변조 파형 형태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SINusoid|SQUare|RAMP|NRAMp|TRIangle|NOISe|PRBS|ARB},기본
값 SINusoid.
내부 기능 파형을 봅니다.

SIN, SQU, RAMP, NRAM, TRI, NOIS, PRBS
또는 ARB

사인 파형을 변조 파형으로 선택합니다.
AM:INT:FUNC SIN

l 이 명령은 내부 변조 소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AM:SOURce INTernal).

l 펄스 및 DC는 AM의 반송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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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AM:SOURce?

[SOURce[1|2]:]BPSK: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BPSK:SOURce

[SOURce[1|2]:]F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FM:SOURce

[SOURce[1|2]:]FSKey: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FSKey:SOURce

[SOURce[1|2]:]P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M:SOURce

[SOURce[1|2]:]PW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WM:SOURce?
변조 신호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NTernal|EXTernal|CH1|CH2},기본값 INTernal. BPSK및 FSKey는 CH1또
는 CH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 EXT, CH1, CH2

외부 변조 소스를 선택합니다.
AM:SOUR EXT(FM, BPSK, FSK, PM또는 PWM을 AM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참고 사항

l EXTernal을 선택하면 반송파가 외부 파형으로 변조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l AM:변조 깊이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변조 깊이(AM
[:DEPTh]) 100%에서 변조 신호가 +5V일 때 출력은 최대 진폭이 됩니다.마찬가지로 변조 신호가 -5V이면 최소 진
폭에서 출력이 생성됩니다.

l FM:External변조 소스를 선택하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가 100kHz인경우 +5V신호 레벨은 주파수 100kHz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음의 신호 레벨은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 아래로 낮춥니다.

l PM:외부 변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를 180도로 설정하는 경우 +5V신호 레벨은 +180도 위상 편차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 신호 레벨이 음수이면 편차도 음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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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l 펄스(선택한 기능):펄스 폭 또는 펄스 듀티 사이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에 존재하는 ±5V신
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PWM:DEViation명령을 사용하여 펄스 폭 편차를 50μs로 설정한 경우 +5V
신호 레벨은 50μs폭 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줄어듭니다.

l EX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가
결정됩니다.로직 로우가 있으면 반송파 위상 또는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가 있으면 위상 편이 위상 또
는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l 최대 외부 BPSK속도는 1MHz이고 최대 FSK속도는 1MHz입니다.

l 참고: 외부적으로 제어되는 BPSK또는 FSK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Trig In)는 외부적으로 변조되는 AM, FM, PM,
PWM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Modulation In)와 다릅니다. BPSK또는 FSK에 사용되는 경우 Trig In커넥터는 조정
가능한 에지 극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TRIGger[1|2]:SLOPe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 IN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ey)가 반송파 위상 또는 주파수 간에 "편이"되며 대
체 위상 또는 주파수는 BPSK속도(BPSK:INTernal:RATE)또는 FSK속도(FSKey:INTernal:RATE)에 의해 결정됩니다.

l 채널이 해당 변조 소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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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TATe {ON|1|OFF|0}[SOURce[1|2]:]AM:STATe?[SOURce[1|2]:]BPSK:STATe

[SOURce[1|2]:]AM:STATe {ON|1|OFF|0}
[SOURce[1|2]:]AM:STATe?

[SOURce[1|2]:]BPSK:STATe {ON|1|OFF|0}
[SOURce[1|2]:]BPSK:STATe

[SOURce[1|2]:]FM:STATe {ON|1|OFF|0}
[SOURce[1|2]:]FM:STATe

[SOURce[1|2]:]FSKey:STATe {ON|1|OFF|0}
[SOURce[1|2]:]FSKey:STATe

[SOURce[1|2]:]PM:STATe {ON|1|OFF|0}
[SOURce[1|2]:]PM:STATe

[SOURce[1|2]:]PWM:STATe {ON|1|OFF|0}
[SOURce[1|2]:]PWM:STATe?
변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AM을 활성화합니다(FM, BPSK, FSK, PM또는 PWM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AM:STAT ON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l 변조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 계측기에서는 변조를 스위프 또는 버스트와 함께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변조를 활성화하면 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
가 꺼집니다.

l PWM은 선택한 기능이 펄스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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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하위 시스템

APPLy 하위 시스템
APPLy하위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명령으로 전체 파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PPLy명령의 일반적인 형식이 아래에 나와 있
습니다.

[SOURce[1|2]:]APPLy:<function> [<frequency> [,<amplitude> [,<offset>]]]

예를 들어 아래 명령은

APPLy:SIN 1e4,1,0.1

다음 명령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FUNCtion SIN
FREQ 1e4
VOLT 1
VOLT:OFF 0.1
OUTP ON

APPLy명령은 길이도 더 짧고 명령을 개별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설정 충돌도 방지합니다.또한 APPLy를 실행하면
다음 동작을 수행합니다.

l 트리거 소스를 IMMediate로 설정합니다(TRIGger[1|2]:SOURce IMMediate와 동일함).

l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변조,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를 끄고 계측기를 연속 파형 모드로 전환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OUTPut[1|2]:LOAD)을 변경하지 않고 채널 출력(OUTPut ON)을 켭니다.

l 전압 범위 자동 조정 설정을 무시하고 범위 자동 조정을 활성화합니다(VOLTage:RANGe:AUTO).

계측기는 DC전압,가우스 노이즈, PRBS,펄스,램프/삼각 파형,사인 파형,사각 파형 및 임의(사용자)파형 등 8개 유형의
파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파형별 설정은 FUNCtion하위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재 출력 구성을 쿼리할 수도 있습니다(APPLy?).

일반 참고 사항

전압폭

l 진폭을 변경하면 출력 감쇠기 전환으로 인해 특정 전압에서 출력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진폭은 출력 전
압이 범위 전환 중에 현재 설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됩니다.이러한 중단을 방지하려면 VOLTage:RANGe:AUTO
OFF를 사용하여 전압 범위 자동 조정을 비활성화하십시오.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범위 자동 조정이 자동으로 활성화
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

l 단위 선택으로 인한 한계:진폭 한계는 선택한 출력 단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이 고임피던스로 설정된 경우에는 출력 진폭을 dBm단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단위가 자동으로 Vpp
로 변환됩니다.

명령 및 쿼리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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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하위 시스템

APPLy:ARBitrary

APPLy:DC

APPLy:NOISe

APPLy:PRBS

APPLy:PULSe

APPLy:RAMP

APPLy:SINusoid

APPLy:SQUare

APPLy:TRIangle

[SOURce[1|2]:]APPLy?

출력 구성을 쿼리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SIN +5.000000000000000E+03,
+3.0000000000000E+00,
-2.5000000000000E+00"

5kHz, 3V사인 파형(-2.5VDC오프셋)의 구성을 반환합니다.
APPLY?

l 위에 나온 것처럼 기능,주파수,진폭 및 오프셋이 반환됩니다.진폭은 VOLTage:UNIT으로 지정된 대로 반환되지만 오
프셋은 이와 같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SOURce[1|2]:]APPLy:ARBitrary [{<sample_rate>|MIN|MAX|DEF} [,
{<amplitude>|MIN|MAX|DEF} [,{<offset>|MIN|MAX|DEF}]]]

FUNCtion으로 선택한 임의 파형 ARBitrary를 출력합니다.이때 지정된 샘플링 속도,진폭 및 오프셋을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sample_rate> 1µSa/s ~ 250MSa/s(기본값 40kSa/s) (없음)

<amplitude> 50Ω으로 입력하는 경우 1mVpp~ 10Vpp,개방 회로로 입력하는 경우 2mVpp~
20Vpp(기본값은 50Ω으로 입력하는 경우 100mVpp)

<offset>은 DC오프셋 전압(기본값 0)으로, 50Ω입력의 경우 ±5VDC부터 시작되고 개방 회로 입
력의 경우 ±10VDC부터 시작됩니다.

FUNCtion:ARBitrary를 사용하여 선택한 임의 파형을 출력합니다.
APPLy:ARBitrary 1 KHZ, 5.0, -2.5 V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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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하위 시스템

l ARB모드가 아닐 때 샘플링 속도를 설정하면 주파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기능이 사인인 경우 샘플링
속도를 설정해도 기능이 ARB로 변경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옵션

l 사용 가능한 임의 파형 옵션은 FUNCtion: ARBitrary를 참조하십시오. FUNCtion:ARBitrary를 사용하면 MMEMory명령
을 통해 휘발성 메모리에 현재 다운로드되어 있는 파형 또는 내장 임의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전압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max는 선택한 출력 터미네이션(50Ω로드의 경우 5V
또는 고임피던스 로드의 경우 10V)에 해당하는 최대 피크 전압입니다.

|Voffset| < Vmax - Vpp/2

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으면 계측기는 해당 전압을 지정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DC전압으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

[SOURce[1|2]:]APPLy:DC [{<frequency>|DEF} [,{<amplitude>|DEF} [,
{<offset>|MIN|MAX|DEF}]]]

DC전압을 출력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frequency> DC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리 표시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다른 함수로 변경해도
값은 기억됩니다.

(없음)

<amplitude> DC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리 표시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다른 함수로 변경해도
값은 기억됩니다.

<offset>은 DC오프셋 전압(기본값 0)으로, 50Ω입력의 경우 ±5VDC부터 시작되고 개방 회로 입력의
경우 ±10VDC부터 시작됩니다.

DC전압 -2.5V를 출력합니다.
APPLy:DC DEF, DEF, -2.5 V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변경해도 계
측기 출력 단자의 전압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값과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쿼리한 값만 변경됩
니다.계측기 출력의 전압은 계측기에 연결된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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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하위 시스템

[SOURce[1|2]:]APPLy:NOISe [{<frequency>|DEF} [,{<amplitude>|MIN|MAX|DEF}
[,{<offset>|MIN|MAX|DEF}]]]

지정한 진폭 및 DC오프셋을 사용하여 가우스 노이즈를 출력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

용

<frequency>노이즈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리 표시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다른 함수로 변
경해도 값은 기억됩니다.

(없음)

<amplitude> VOLTage:UNIT으로 지정되는 적절한 출력 진폭(Vpp, Vrms또는 dBm단위)입니
다.1mVpp~ 10Vpp(50Ω으로 입력 시)또는 그 2배(개방 회로로 입력 시)입니다.

Vpp로 지정하는 경우 노이즈의 가우스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피크 대 피크 출력이 매우 드물게 출
력됩니다.

<offset>은 DC오프셋 전압(기본값 0)으로, 50Ω입력의 경우 ±5VDC부터 시작되고 개방 회로 입력
의 경우 ±10VDC부터 시작됩니다.

3Vpp로 경계가 지정된 가우스 노이즈(-2.5V오프셋)를 출력합니다.
APPL:NOIS 5 KHZ, 3.0 V, -2.5 V

주파수

l 주파수를 지정하는 경우 노이즈 출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다른 기능으로 변경할 때 해당 값이 기억됩니다.

l 노이즈 대역폭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UNCtion:NOISe:BANDwidth를 참조하십시오.

오프셋 전압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max는 선택한 출력 터미네이션(50Ω로드의 경우 5V
또는 고임피던스 로드의 경우 10V)에 해당하는 최대 피크 전압입니다.

|Voffset| < Vmax - Vpp/2

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으면 계측기는 해당 전압을 지정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DC전압으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

[SOURce[1|2]:]APPLy:PRBS [{<frequency>|DEF} [,{<amplitude>|MIN|MAX|DEF} [,
{<offset>|MIN|MAX|DEF}]]]

지정한 비트 레이트,진폭 및 DC오프셋을 사용하여 의사 임의 이진 시퀀스를 출력합니다.

기본 파형은 PN7최대 길이 이동 레지스터 발생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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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

환 내용

<frequency>비트/초 단위(기본값 1000) (없음)

<amplitude> VOLTage:UNIT으로 지정되는 적절한 출력 진폭(Vpp, Vrms또는 dBm단위)입니
다.1mVpp~ 10Vpp(50Ω으로 입력 시)또는 그 2배(개방 회로로 입력 시)입니다.기본값은 100mVpp
(50Ω으로 입력)입니다.

<offset>은 DC오프셋 전압(기본값 0)으로, 50Ω입력의 경우 ±5VDC부터 시작되고 개방 회로 입력의
경우 ±10VDC부터 시작됩니다.

경계가 3Vpp인 의사 임의 비트 시퀀스(-2.5V오프셋)를 출력합니다.
APPL:PRBS 5 KHZ, 3.0 V, -2.5 V

주파수

l PRBS는 여러 표준 구성으로 구성 가능한 최대 길이 시퀀스(MLS)발생기(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를 통해 생성
됩니다.기본값은 초당 1000비트에서 PN7입니다.

l 다항 PNx를 사용하는 PRBS파형은 x비트의 이동 레지스터에 의해 생성되며,출력 파형은 고출력의 x샘플 주기로 시작
됩니다.샘플링 주기는 샘플링 속도(FUNCtion:PRBS:BRATe)의 역수이며 채널의 동기 펄스는 파형 시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PRBS가 PN23(샘플링 속도 500Hz)을 사용하는 경우 출력은 고출력의 46ms(23 x 2ms)에서 시작됩니다.

l APPLy:NOISe기능과 달리 APPLy:PRBS기능은 동기 출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작동합니다.동기 기능은 의사 임의 기
능 시퀀스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오프셋 전압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max는 선택한 출력 터미네이션(50Ω로드의 경우 5V
또는 고임피던스 로드의 경우 10V)에 해당하는 최대 피크 전압입니다.

|Voffset| < Vmax - Vpp/2

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으면 계측기는 해당 전압을 지정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DC전압으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

[SOURce[1|2]:]APPLy:PULSe [{<frequency>|MIN|MAX|DEF} [,
{<amplitude>|MIN|MAX|DEF} [,{<offset>|MIN|MAX|DEF}]]]

지정한 주파수,진폭 및 DC오프셋을 사용하여 펄스 파형을 출력합니다.또한 APPLy를 실행하면 다음 동작을 수행합니다.

l 현재 펄스 폭 설정(FUNCtion:PULSe:WIDTh)또는 현재 펄스 듀티 사이클 설정(FUNCtion:PULSe:DCYCle)을 유지합니
다.

l 현재 전환 시간 설정(FUNCtion:PULSe:TRANsition[:BOTH])을 유지합니다.

l 계측기가 지정된 주파수 또는 주기(FUNCtion:PULSe:PERiod)를 준수하기 위해 펄스 폭 또는 에지 시간 설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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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

용

<frequency> Hz단위(기본값 1kHz) (없음)

<amplitude> VOLTage:UNIT으로 지정되는 적절한 출력 진폭(Vpp, Vrms또는 dBm단위)입니다.

1mVpp~ 10Vpp(50Ω으로 입력 시)또는 그 2배(개방 회로로 입력 시)입니다.기본값은 100mVpp
(50Ω으로 입력)입니다.

<offset>은 DC오프셋 전압(기본값 0)으로, 50Ω입력의 경우 ±5VDC부터 시작되고 개방 회로 입
력의 경우 ±10VDC부터 시작됩니다.

1kHz(-2.5V오프셋)에서 5Vpp펄스 파형을 출력합니다.
APPL:PULS 1 KHZ, 5.0 V, -2.5 V

주파수

l APPLy명령은 기능에 적합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APPL:PULS 300 MHz를 실행하면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
합니다.이 경우 주파수는 펄스에 대한 계측기의 최대 주파수로 설정됩니다.

오프셋 전압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max는 선택한 출력 터미네이션(50Ω로드의 경우 5V
또는 고임피던스 로드의 경우 10V)에 해당하는 최대 피크 전압입니다.

|Voffset| < Vmax - Vpp/2

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으면 계측기는 해당 전압을 지정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DC전압으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

[SOURce[1|2]:]APPLy:RAMP [{<frequency>|MIN|MAX|DEF} [,
{<amplitude>|MIN|MAX|DEF} [,{<offset>|MIN|MAX|DEF}]]]

[SOURce[1|2]:]APPLy:TRIangle [{<frequency>|MIN|MAX|DEF} [,
{<amplitude>|MIN|MAX|DEF} [,{<offset>|MIN|MAX|DEF}]]]

지정한 주파수,진폭 및 DC오프셋을 사용하여 램프 파형 또는 삼각 파형을 출력합니다.또한 APPLy를 실행하면 다음 동작
을 수행합니다.

l APPLy:RAMP는 현재 대칭 설정(FUNCtion:RAMP:SYMMetry)을 무시하고 램프 파형에 대해 대칭을 100%로 설정합니
다.

l APPLy:TRIangle은 단순히 APPLy:RAMP의 특수한 사례로,대칭이 50%인 램프 파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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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

용

<frequency> Hz단위(기본값 1kHz) (없음)

<amplitude> VOLTage:UNIT으로 지정되는 적절한 출력 진폭(Vpp, Vrms또는 dBm단위)입니다.

1mVpp~ 10Vpp(50Ω으로 입력 시)또는 그 2배(개방 회로로 입력 시)입니다.기본값은 100mVpp
(50Ω으로 입력)입니다.

<offset>은 DC오프셋 전압(기본값 0)으로, 50Ω입력의 경우 ±5VDC부터 시작되고 개방 회로 입력
의 경우 ±10VDC부터 시작됩니다.

3kHz(0V오프셋)에서 5V램프 파형을 구성합니다.
APPL:RAMP 3 KHZ, 5.0 V, 0

주파수

l APPLy명령은 기능에 적합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APPL:RAMP 5 MHz명령을 실행하면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
생합니다.이 경우 주파수는 램프에 대한 최대값인 200kHz로 설정됩니다.

오프셋 전압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max는 선택한 출력 터미네이션(50Ω로드의 경우 5V
또는 고임피던스 로드의 경우 10V)에 해당하는 최대 피크 전압입니다.

|Voffset| < Vmax - Vpp/2

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으면 계측기는 해당 전압을 지정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DC전압으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

[SOURce[1|2]:]APPLy:SINusoid [{<frequency>|MIN|MAX|DEF} [,
{<amplitude>|MIN|MAX|DEF} [,{<offset>|MIN|MAX|DEF}]]]

지정한 주파수,진폭 및 DC오프셋을 사용하여 사인 파형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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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

용

<frequency>

1μHz ~계측기의 최대 주파수입니다.

기본값 1kHz

(없음)

<amplitude> VOLTage:UNIT으로 지정되는 적절한 출력 진폭(Vpp, Vrms또는 dBm단위)입니다.

1mVpp~ 10Vpp(50Ω으로 입력 시)또는 그 2배(개방 회로로 입력 시)입니다.기본값은 100mVpp
(50Ω으로 입력)입니다.

<offset>은 DC오프셋 전압(기본값 0)으로, 50Ω입력의 경우 ±5VDC부터 시작되고 개방 회로 입
력의 경우 ±10VDC부터 시작됩니다.

5kHz(-2.5V오프셋)에서 3Vpp사인 파형을 출력합니다.
APPL:SIN 5 KHZ, 3.0 VPP, -2.5 V

오프셋 전압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max는 선택한 출력 터미네이션(50Ω로드의 경우 5V
또는 고임피던스 로드의 경우 10V)에 해당하는 최대 피크 전압입니다.

|Voffset| < Vmax - Vpp/2

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으면 계측기는 해당 전압을 지정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DC전압으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

[SOURce[1|2]:]APPLy:SQUare [{<frequency>|MIN|MAX|DEF} [,
{<amplitude>|MIN|MAX|DEF} [,{<offset>|MIN|MAX|DEF}]]]

지정한 주파수,진폭 및 DC오프셋을 사용하여 사각 파형을 출력합니다.또한 APPLy를 실행하면 다음 동작을 수행합니다.

l 현재 듀티 사이클 설정(FUNCtion:SQUare:DCYCle)을 무시하고 사각 파형에 대해 듀티 사이클을 50%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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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

용

<frequency>

1μHz ~계측기의 최대 주파수입니다.

기본값 1kHz

(없음)

<amplitude> VOLTage:UNIT으로 지정되는 적절한 출력 진폭(Vpp, Vrms또는 dBm단위)입니다.

1mVpp~ 10Vpp(50Ω으로 입력 시)또는 그 2배(개방 회로로 입력 시)입니다.기본값은 100mVpp
(50Ω으로 입력)입니다.

<offset>은 DC오프셋 전압(기본값 0)으로, 50Ω입력의 경우 ±5VDC부터 시작되고 개방 회로 입력
의 경우 ±10VDC부터 시작됩니다.

5kHz(-2.5V오프셋)에서 3V사각 파형을 출력합니다.
APPL:SQU 5 KHZ, 3.0 V, -2.5 V

주파수

l APPLy명령은 기능에 적합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APPL:SQU 40 MHz를 실행하면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하
고 계측기가 주파수를 사각 파형에 대한 최대 주파수로 설정합니다.

오프셋 전압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max는 선택한 출력 터미네이션(50Ω로드의 경우 5V
또는 고임피던스 로드의 경우 10V)에 해당하는 최대 피크 전압입니다.

|Voffset| < Vmax - Vpp/2

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으면 계측기는 해당 전압을 지정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DC전압으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

166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BPSK 하위 시스템

BPSK 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변조 형식인 BPSK(이진 위상 편이 변조)로 파형을 변조할 수 있습니다. BPSK에서는 반송
파가 켜기/끄기 변조를 사용하여 두 위상 설정 간에 위상 편이됩니다.소스는 내부 파형이거나,지정된 주파수에서 사각 파
형을 사용하거나,외부 트리거 입력을 사용하는 외부 파형일 수 있습니다.

예제

BPSK파형 생성

1. 반송파 구성: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을 사용하여 반송파의 함수,주파수,진폭 및 오프
셋을 지정합니다.

2. 변조 소스 선택(내부, 외부, CH1, CH2):BPSK:SOURce.외부 소스의 경우에는 3 ~ 4단계를 건너뛰십시오.

3. BPSK 위상 선택:BPSK[:PHASe]

4. BPSK 속도 설정:BPSK:INTernal:RATE

5. BPSK 변조 활성화:BPSK:STATe ON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FUNCtion SQU

FREQuency +1.0E+04

VOLTage +1.0

VOLTage:OFFset 0.0

BPSK:SOURce INT

BPSK:INTernal:RATE +3000

BPSK:PHASe +90

BPSK:STATe 1

OUTPut1 1

[SOURce[1|2]:]BPSK:INTernal:RATE {<modulating_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BPSK:INTernal:RATE? [{MINimum|MAXimum}]

출력 위상이 반송파 및 오프셋 위상 간에 "편이"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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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K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mHz ~ 1MHz(기본값 10Hz) +1.000000000000000E-03

BPSK속도를 1mHz로 설정합니다.
BPSK:INT:RATE MIN

l BPSK속도는 INTernal소스를 선택하는 경우(BPSK:SOURce INTernal)에만 사용되며 EXTernal소스를 선택하는 경우
(BPSK:SOURce EXTernal)에는 무시됩니다.

l 내부 변조 파형은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

[SOURce[1|2]:]BPSK[:PHASe] {<angle>|MINimum|MAXimum}[SOURce[1|2]:]BPSK
[:PHASe]? [{MINimum|MAXimum}]

이진 위상 편이 변조의 위상 편이를 각도 단위로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360 ~ +360도(기본값 180) +0.000000000000000E-00

위상 편이를 90도로 설정합니다.
BPSK:PHAS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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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AM:SOURce?

[SOURce[1|2]:]BPSK: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BPSK:SOURce

[SOURce[1|2]:]F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FM:SOURce

[SOURce[1|2]:]FSKey: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FSKey:SOURce

[SOURce[1|2]:]P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M:SOURce

[SOURce[1|2]:]PW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WM:SOURce?
변조 신호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NTernal|EXTernal|CH1|CH2},기본값 INTernal. BPSK및 FSKey는 CH1또
는 CH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 EXT, CH1, CH2

외부 변조 소스를 선택합니다.
AM:SOUR EXT(FM, BPSK, FSK, PM또는 PWM을 AM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참고 사항

l EXTernal을 선택하면 반송파가 외부 파형으로 변조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l AM:변조 깊이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변조 깊이(AM
[:DEPTh]) 100%에서 변조 신호가 +5V일 때 출력은 최대 진폭이 됩니다.마찬가지로 변조 신호가 -5V이면 최소 진
폭에서 출력이 생성됩니다.

l FM:External변조 소스를 선택하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가 100kHz인경우 +5V신호 레벨은 주파수 100kHz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음의 신호 레벨은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 아래로 낮춥니다.

l PM:외부 변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를 180도로 설정하는 경우 +5V신호 레벨은 +180도 위상 편차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 신호 레벨이 음수이면 편차도 음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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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l 펄스(선택한 기능):펄스 폭 또는 펄스 듀티 사이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에 존재하는 ±5V신
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PWM:DEViation명령을 사용하여 펄스 폭 편차를 50μs로 설정한 경우 +5V
신호 레벨은 50μs폭 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줄어듭니다.

l EX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가
결정됩니다.로직 로우가 있으면 반송파 위상 또는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가 있으면 위상 편이 위상 또
는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l 최대 외부 BPSK속도는 1MHz이고 최대 FSK속도는 1MHz입니다.

l 참고: 외부적으로 제어되는 BPSK또는 FSK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Trig In)는 외부적으로 변조되는 AM, FM, PM,
PWM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Modulation In)와 다릅니다. BPSK또는 FSK에 사용되는 경우 Trig In커넥터는 조정
가능한 에지 극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TRIGger[1|2]:SLOPe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 IN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ey)가 반송파 위상 또는 주파수 간에 "편이"되며 대
체 위상 또는 주파수는 BPSK속도(BPSK:INTernal:RATE)또는 FSK속도(FSKey:INTernal:RATE)에 의해 결정됩니다.

l 채널이 해당 변조 소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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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TATe {ON|1|OFF|0}[SOURce[1|2]:]AM:STATe?[SOURce[1|2]:]BPSK:STATe

[SOURce[1|2]:]AM:STATe {ON|1|OFF|0}
[SOURce[1|2]:]AM:STATe?

[SOURce[1|2]:]BPSK:STATe {ON|1|OFF|0}
[SOURce[1|2]:]BPSK:STATe

[SOURce[1|2]:]FM:STATe {ON|1|OFF|0}
[SOURce[1|2]:]FM:STATe

[SOURce[1|2]:]FSKey:STATe {ON|1|OFF|0}
[SOURce[1|2]:]FSKey:STATe

[SOURce[1|2]:]PM:STATe {ON|1|OFF|0}
[SOURce[1|2]:]PM:STATe

[SOURce[1|2]:]PWM:STATe {ON|1|OFF|0}
[SOURce[1|2]:]PWM:STATe?
변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AM을 활성화합니다(FM, BPSK, FSK, PM또는 PWM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AM:STAT ON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l 변조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 계측기에서는 변조를 스위프 또는 버스트와 함께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변조를 활성화하면 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
가 꺼집니다.

l PWM은 선택한 기능이 펄스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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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하위 시스템

BURSt 하위 시스템
이 단원에서는 BURSt하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제

다음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요약한 것입니다.버스트를 생성합니다.

1. 버스트 파형 구성:APPLy또는 동일한 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명령을 사용하여 파형의
기능,주파수,진폭 및 오프셋을 선택합니다.사인,사각,삼각,램프,펄스, PRBS또는 임의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는 게이트 버스트 모드에 한해 사용 가능, DC는 사용불가).내부적으로 트리거되는 버스트의 경우 최소 주파수
는 2.001mHz입니다.사인 파형과 사각 파형의 경우 버스트 카운트가 "무한"인 경우에만 6MHz를 초과하는 주파수가
허용됩니다.

2. "트리거" 또는 "게이트" 버스트 모드 선택"전면 패널에서 "N Cycle"이라는 트리거 버스트 모드를 선택하거나,
BURSt:MODE를 사용하여 외부 게이트 버스트 모드를 선택합니다.게이트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BURSt:GATE:POLarity를 사용하여 트루 하이 또는 트루 로우 로직을 지정합니다.

3. 버스트 카운트 설정:BURSt:NCYCles명령을 사용하여 버스트 카운트(버스트당 사이클 수)를 1에서 100,000,000사
이클 사이의 값이나 무한으로 설정합니다.트리거 버스트 모드에 한해 사용됩니다. PRBS에서는 BURSt:NCYCles를 사
용하여 PRBS의 비트 수를 설정합니다.시퀀스가 시작되면 각 버스트도 시작됩니다.

4. 버스트 주기 설정:BURSt:INTernal:PERiod를 사용하여 버스트 주기(내부 트리거 버스트가 생성되는 간격)를 1μs에서
8000초 사이의 값으로 설정합니다.트리거 버스트 모드(내부 트리거 소스)에 한해 사용됩니다

5. 버스트 시작 위상 설정:BURSt:PHASe를 사용하여 버스트의 시작 위상을 -360도에서 +360도 사이로 설정합니다.

6. 트리거 소스 선택TRIGger[1|2]:SOURce명령을 사용하여 트리거 소스를 선택합니다.트리거 버스트 모드에 한해 사용
됩니다.

7. 버스트 모드 활성화:다른 버스트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 버스트 모드를 활성화합니다(BURSt:STATe ON).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APPLy:SIN 1e5,3 VPP,0

BURS:MODE TRIG

BURS:NCYC 3

BURS:INT:PER 4.4e-5

BURS:PHAS 0

TRIG:SOUR IMM

BURS:STAT ON

OUT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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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하위 시스템

버스트 모드

버스트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계측기는 버스트 모드를 한 번에 하나씩 활성화
합니다.

l 트리거 버스트 모드(기본값):트리거가 수신될 때마다 계측기에서 사이클 수(버스트 카운트)에 대해 파형을 출력합니
다.계측기는 지정된 사이클 수를 출력한 후 정지되며 다음 트리거를 기다립니다.내부 트리거를 사용하여 버스트를 시
작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하거나,전면 패널 [Trigger]키를 눌러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 트리거 신호를 적용하거
나,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소프트웨어 트리거 명령을 전송하여 외부 트리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 외부 게이트 버스트 모드: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 적용되는 외부 신호의 레벨에 따라 계측기 출력이 켜지거나 꺼
집니다.이 신호가 참이면 계측기에서 연속 파형을 출력합니다.이 신호가 거짓이면 현재 파형 사이클이 완료된 다음 계
측기가 파형의 시작 버스트 위상에 해당하는 전압을 유지하면서 정지됩니다.

아래 표에는 각 모드와 연관된 버스트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버스트 모드

BURSt:MODE
버스트 카운트

BURSt:NCYCles
버스트 주기

BURSt:INTernal:PERiod
버스트 위상

BURSt:PHASe
트리거 소스

TRIGger
[1|2]:SOURce

트리거 버스트 모

드:
내부 트리거

TRIGgered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IMMediate

트리거 버스트 모

드:
외부 트리거

TRIGgered 사용 가능 미사용 사용 가능 EXTernal, BUS

게이트 버스트 모

드:
외부 트리거

GATed 미사용 미사용 사용 가능 미사용

게이트 버스트와 게이트 출력의 차이는,게이트 버스트의 경우 전체 파형 사이클을 사용하여 동기식으로 시작 및 정지하는
반면 게이트 출력은 파형 위상과 관계없이 외부 트리거를 사용하여 계측기 출력을 비동기식으로 켜거나 끈다는 점입니다.

[SOURce[1|2]:]BURSt:GATE:POLarity {NORMal|INVerted}
[SOURce[1|2]:]BURSt:GATE:POLarity?

외부 게이트 버스트에 대해 후면 패널 Trig In커넥터에서 트루 하이(NORMal)또는 트루 로우(INVerted)로직 레벨을 선택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NORMal|INVerted}(기본값 NORMal) NORM또는 INV

외부 게이트 버스트에 대해 트루 로우 로직을 선택합니다.
BURS:GATE:POL INV

[SOURce[1|2]:]BURSt:INTernal:PERiod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BURSt:INTernal:PERiod? [{MINimum|MAXimum}]

내부 트리거 버스트에 대해 버스트 주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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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µs ~ 8000s(기본값 10ms) +1.200000000000000E+01

버스트 주기를 12초로 설정합니다.
BURS:INT:PER 12

l 버스트 주기는 연속되는 버스트의 시작 사이의 시간입니다.

l IMMediate트리거링이 활성화된 경우(TRIGger[1|2]:SOURce IMMediate)에 한해 사용됩니다.즉,수동 또는 외부 트리
거링이 활성화된 경우나 게이트 버스트 모드에서는 무시됩니다.

l 버스트 주기는 아래 공식을 만족해야 합니다.버스트 주기가 너무 짧으면 계측기에서 버스트를 지속적으로 다시 트리
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주기를 높입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버스트 주기 > (버스트 카운트/파형 주파수) + 200ns

[SOURce[1|2]:]BURSt:MODE {TRIGgered|GATed}
[SOURce[1|2]:]BURSt:MODE?

버스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TRIGgered|GATed}(기본값 TRIGgered) TRIG또는 GAT

게이트 버스트 모드를 설정합니다.
BURS:MODE GATED

l TRIGgered:트리거 소스(TRIGger[1|2]:SOURce)에서 트리거가 수신될 때마다 계측기가 사이클 수(버스트 카운트)의
파형을 출력합니다.

l GATed버스트 모드에서는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에 따라 출력 파형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BURSt:GATE:POLarity를 사용하여 이 신호의 극성을 선택합니다.게이트 신호가 참이면 계측기에서 연속 파형을 출력
합니다.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현재 파형 사이클이 완료된 다음 계측기가 파형 시작 버스트 위상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을 유지하면서 정지됩니다.노이즈 파형의 경우 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출력이 즉시 정지됩니다.

l GATed:버스트 카운트,버스트 주기 및 트리거 소스가 무시됩니다(이러한 항목은 트리거 버스트 모드에만 사용됨).수
동 트리거는 수신되는 경우(TRIGger[1|2] )무시되며 오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SOURce[1|2]:]BURSt:NCYCles {<num_cycles>|INFinity|MINimum|MAXimum}
[SOURce[1|2]:]BURSt:NCYCles? [{MINimum|MAXimum}]

버스트당 출력할 사이클 수를 설정합니다(트리거 버스트 모드에 한함).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기본값) ~ 100,000,000사이의 정수이며 아래 설명과 같이 제한됩니다. +5.000000000000000E+01

버스트당 사이클 수를 반환합니다.
BURS:NCYC 50

l TRIGger[1|2]:SOURce IMMediate를 사용하는 경우 버스트 카운트는 아래 나온 것처럼 최대 버스트 주기(8000s)와 파
형 주파수의 곱보다 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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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하위 시스템

버스트 카운트 < (최대 버스트 주기)(파형 주파수)

l 버스트 카운트에 맞도록 버스트 주기가 최대값까지 증가합니다.그러나 파형 주파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게이트 버스트 모드를 선택한 경우 버스트 카운트가 무시됩니다.하지만 게이트 모드일 때 버스트 카운트를 변경하면
계측기에서 새 카운트를 기억하여 트리거 모드가 선택되면 사용합니다.

[SOURce[1|2]:]BURSt:PHASe {<angle>|MINimum|MAXimum}
[SOURce[1|2]:]BURSt:PHASe? [{MINimum|MAXimum}]

버스트의 시작 위상각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360 ~ +360도 또는 -2π ~ +2π라디안이며 UNIT:ANGLe에 의해 지정됩니다.기본값은
0입니다.

+6.0000000000000E+01

시작 버스트 위상을 60도로 설정합니다.
UNIT:ANGLE DEG
BURS:PHAS 60

l 출력 위상 대신 BURSt:PHASe가 사용되며,버스트를 활성화하면 출력 위상은 0으로 설정됩니다.

l 사인,사각,램프의 경우 파형이 양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0V(또는 DC오프셋)와 교차하는 지점이 0도가 됩니다.임의
파형의 경우에는 첫째 파형 포인트가 0도입니다.시작 위상은 노이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 임의 파형의 경우에는 파형의 포인트가 1,000,000개 이하여야 BURSt:PHA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시작 위상은 게이트 버스트 모드에도 사용됩니다.게이트 신호가 거짓이 되면 현재 파형 사이클이 완료되고 출력은 시
작 버스트 위상의 전압 레벨로 유지됩니다.

[SOURce[1|2]:]BURSt:STATe {ON|1|OFF|0}
[SOURce[1|2]:]BURSt:STATe?

버스트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버스트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BURS:STAT ON

l 버스트를 활성화하면 출력 위상은 0으로 설정됩니다.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버스트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버스트 모드를 활성화하십시오.

l 계측기에서는 스위프 또는 변조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동시에 버스트 모드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버스트를 활
성화하면 스위프 또는 변조 모드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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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하위 시스템

CALibration 하위 시스템
CALibration하위 시스템은 계측기를 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 및 쿼리

CALibration[:ALL]?

CALibration:COUNt?

CALibration:SECure:CODE <new_code>

CALibration:SECure:STATe {OFF | ON} [,<code>]

CALibration:SECure:STATe?

CALibration:SETup<step>

CALibration:SETup?

CALibration:STORe

CALibration:STRing "<string>"

CALibration:STRing?

CALibration:VALue

CALibration:VALue?

CALibration[:ALL]?

교정 값(CALibration:VALue)을 사용하여 교정을 수행합니다.교정을 수행하려면 계측기 잠금을 해제(CALibration_
SECure_STATe OFF,<code>)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0(통과)또는 +1(실패)

현재 값을 사용하여 교정합니다.
CAL?

l CALibration:SETup은 항상 CALibration?쿼리 앞에 와야 합니다.

l 계측기의 교정 카운트(CALibration:COUNt?)를 증가시킵니다.

l 교정 상수의 휘발성 버전을 수정합니다.교정 종료 시에 이러한 상수를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CALibration:STORe를 사용합니다.

CALibration:COUNt?

수행한 교정 횟수를 반환합니다.출하된 계측기를 처음 받았을 때의 초기 카운트를 확인하여 기록해 두십시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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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교정 카운트를 반환합니다.
CAL:COUN?

l 각 교정 포인트마다 값이 1씩 증가하므로(각 CALibration:ALL?)전체 교정을 실행할 경우 여러 개의 카운트가 추가됩니
다.

l 카운트는 계측기 보안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CALibration:SECure:CODE <new_code>

무단 교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코드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따옴표가 없는 문자열(최대 12자)
문자(A-Z)로 시작해야 함
문자,숫자(0-9)및 밑줄 사용 가능

(없음)

새 보안 코드를 설정합니다.
CAL:SEC:CODE MY_CODE_272

l 계측기는 출고 시 보안되어 있으며,보안 코드는 33521A및 33522A의 경우 AT33520A로 설정되어 있고 기타
33500시리즈 계측기의 경우에는 AT335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l 코드를 변경하려면 이전 코드를 사용하여 교정 메모리 보안을 해제한 다음 새 코드를 설정합니다.

l 보안 코드를 잊은 경우에는 보안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측기 보안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CALibration:SECure:STATe {ON|1|OFF|0} [,<code>]
CALibration:SECure:STATe?

교정을 위해 계측기 보안을 해제하거나 설정합니다.교정을 수행하려면 코드(CALibration:SECure:CODE)를 사용하여 계측
기 보안을 해제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N)
<code>따옴표가 없는 문자열(최대 12자)

0 (OFF) or 1 (ON)

교정 보안을 해제합니다.
CAL:SEC:STAT OFF,MY_CODE_272
교정 보안을 설정합니다.
CAL:SEC:STAT ON

l <code>는 옵션으로 사용하여 계측기 보안을 설정할 수 있지만,사용하는 경우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l 전면 패널 및 원격 인터페이스 교정에는 동일한 코드가 사용됩니다.즉,한 인터페이스에서 계측기 보안을 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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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터페이스에서 보안을 해제할 때 같은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CALibration:SETup <step>
CALibration:SETup?

수행할 교정 단계(기본값 1)를 구성합니다.교정을 수행하려면 계측기 잠금을 해제(CALibration_SECure_STATe OFF,
<code>)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교정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정수(기본값 1) +16

교정 단계 5를 준비합니다.
CAL:SET 5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CALibration:STORe

휘발성 메모리에서 교정 상수를 가져온 다음(CALibration:ALL?)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합니다.그러면 전원을 껐다 켜거
나 *RST를 실행해도 교정 상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변경 내용이 손실되지 않도록 교정 종료 시에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
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교정 상수를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CAL:STOR

CALibration:STRing "<string>"
CALibration:STRing?

교정 메모리에 최대 40자의 메시지를 저장합니다.일반적인 메시지에는 마지막 교정 날짜,교정 기한 또는 교정 부서의 연
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이 문자열을 저장하려면 계측기 잠금을 해제(CALibration_SECure_STATe OFF,<code>)해야 합
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따옴표가 있는 문자열(최대 40자)
문자,숫자,공백 및 기타 일반적인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LAST CAL OCT 31 2011, DUE OCT 31 2012"
(저장된 문자열이 없으면 ""가 반환됨)

CAL:STR "FOR CAL HELP, CALL JOE AT EXT 1234"

l 보안이 해제된 계측기(CALibration:SECure:STATe OFF)의 원격 인터페이스에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l 메시지는 계측기 보안 여부에 관계없이 전면 패널 또는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l 교정 메시지를 저장하면 이전 메시지를 덮어씁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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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하위 시스템

CALibration:VALue <value>
CALibration:VALue?

알려진 교정 신호의 값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숫자(기본값 0.0) +1.72300000E+001

교정 값 0.0237을 지정합니다.
CAL:VAL 2.37E-2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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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COMBine:FEED {CH1|CH2|NONE}[SOURce[1|2]:]COMBine:FEED?

[SOURce[1|2]:]COMBine:FEED {CH1|CH2|NONE}
[SOURce[1|2]:]COMBine:FEED?
두 채널 계측기에서 두 채널의 출력을 단일 채널 커넥터로 조합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SOURce"키워
드(기본값 SOURce1)는 기준 채널을 지정하고 <source>는 기준 채널과 조합할 채널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CH1|CH2|NONE}(기본값 NONE) CH1, CH2또는 NONE

기준 채널 1의 COMBine:FEED소스를 채널 2로 설정합니다.
COMB:FEED CH2

l COMBine:FEED를 사용하면 두 채널의 디지털 데이터를 함께 추가하여 기준 채널용으로 출력 DAC에서 출력 신호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l COMBine:FEED모드에서는 한 번에 한 채널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l 변조 및 SUM명령과 달리 COMBine:FEED는 변조된 신호 2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COMBine:FEED는 두 채널에서 단일 커넥터에 함께 추가할 직각 변조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l COMBine:FEED를 사용하려면 먼저 개별 채널에서 모든 파라미터를 구성합니다.

l 조합할 신호에는 채널 간에 고정 위상 오프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l COMBine:FEED를 사용하여 둘째 채널에서 기준 채널의 변조된 신호로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COMBine:FEED를 사용하여 조합된 출력이 계측기의 출력 정격이나 프로그래밍된 한계를 초과하면 계측기에서
COMBine:FEED를 NONE으로 설정하고 설정 충돌 오류를 보고합니다.

l 신호는 디지털 형식으로 조합됩니다.진폭이 크게 다른 두 신호를 조합하면 진폭이 낮은 신호의 분해능은 두 진폭의 비
율에 비례하여 낮아질 수 있습니다.

l 마스터 또는 조합된 채널의 총량 진폭이나 기능 진폭을 변경해도 다른 기능이나 채널의 진폭 또는 오프셋은 변경되지

않습니다.마스터 또는 조합된 채널의 총량 진폭이나 기능 진폭을 변경하는 경우 출력 정격 또는 프로그래밍된 한계를
초과하면 진폭 값이 잘리고 설정 충돌 오류가 보고됩니다.

l 마스터 또는 조합된 채널의 채널 오프셋을 변경해도 다른 기능이나 채널의 진폭 또는 오프셋은 변경되지 않습니다.마
스터 또는 조합된 채널의 채널 오프셋을 변경하는 경우 출력 정격이나 프로그래밍된 한계를 초과하면 진폭 값이 잘리고

계측기에서 설정 충돌 오류를 보고합니다.

l 한계를 켜거나 프로그래밍된 한계를 조정하는 경우 한계가 신호 최대값보다 작아지거나 신호 최소값보다 커지면 한계

가 켜지거나 조정되지 않으며 계측기에서 설정 충돌 오류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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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하위 시스템
DATA하위 시스템은 사용자 정의 임의 파형을 관리합니다.

l DATA:ARBitrary2:FORMat -듀얼 임의 파형 파일의 바이트 순서를 지정합니다(옵션인 IQ Player필요).

l DATA:ARBitrary[1|2] -임의 파형의 정규화된 값을 파형 메모리로 다운로드합니다.

l DATA:ARBitrary[1|2]:DAC -임의 파형 DAC코드를 파형 메모리로 다운로드합니다.

l DATA:ATTRibute:AVERage? -임의 파형 또는 시퀀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산술 평균을 반환합니다.

l DATA:ATTRibute:CFACtor? -임의 파형 또는 시퀀스에 대해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파고율을 반환합니다.

l DATA:ATTRibute:POINts? -임의 파형 또는 시퀀스에 대해 데이터 포인트 수를 반환합니다.

l DATA:ATTRibute:PTPeak? -임의 파형 또는 시퀀스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피크 대 피크 값을 반환합니다.

l DATA:SEQuence -이전에 로드된 임의 파형을 시퀀스에 조합합니다.

l DATA:VOLatile:CATalog -임의 파형 및 시퀀스를 포함하여 휘발성 파형 메모리의 내용을 반환합니다.

l DATA:VOLatile:CLEar -휘발성 파형 메모리를 지웁니다.

l DATA:VOLatile:FREE? -휘발성 메모리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수를 반환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DATA명령을 사용하여 임의 파형 시퀀스를 설정합니다.긴 DATA:SEQuence명령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줄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a09및 ar27과 같은 a##및 ar##형식의 이름이 임의 파형을 의미합니다.

# 이진블록과 함께 내장 메모리 파형에서 시퀀스를 빌드합니다.

DATA:SEQuence #42734"mybigSeq1",

a01,0,once,highAtStartGoLow,4,ar01,0,once,highAtStartGoLow,20,

a02,0,once,highAtStartGoLow,5,ar02,0,once,highAtStartGoLow,25,

a03,0,once,highAtStartGoLow,6,ar03,0,once,highAtStartGoLow,30,

a04,0,once,highAtStartGoLow,4,ar04,0,once,highAtStartGoLow,35,

a05,0,once,highAtStartGoLow,5,ar05,0,once,highAtStartGoLow,40,

a06,0,once,highAtStartGoLow,6,ar06,0,once,highAtStartGoLow,45,

a07,0,once,highAtStartGoLow,4,ar07,0,once,highAtStartGoLow,50,

a08,0,once,highAtStartGoLow,5,ar08,0,once,highAtStartGoLow,55,

a09,0,once,highAtStartGoLow,6,ar09,0,once,highAtStartGoLow,60,

a10,0,once,highAtStartGoLow,4,ar10,0,once,highAtStartGoLow,65,

a11,0,once,highAtStartGoLow,5,ar11,0,once,highAtStartGoLow,70,

a12,0,once,highAtStartGoLow,6,ar12,0,once,highAtStartGoLow,75,

a13,0,once,highAtStartGoLow,4,ar13,0,once,highAtStartGoLow,80,

a14,0,once,highAtStartGoLow,5,ar14,0,once,highAtStartGoLow,85,

a15,0,once,highAtStartGoLow,6,ar15,0,once,highAtStartGoLow,90,

a16,0,once,highAtStartGoLow,4,ar16,0,once,highAtStartGoLow,95,

a17,0,once,highAtStartGoLow,5,ar17,0,once,highAtStartGoLow,100,

a18,0,once,highAtStartGoLow,6,ar18,0,once,highAtStartGoLow,105,

a19,0,once,highAtStartGoLow,4,ar19,0,once,highAtStartGoLow,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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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once,highAtStartGoLow,5,ar20,0,once,highAtStartGoLow,115,

a21,0,once,highAtStartGoLow,6,ar21,0,once,highAtStartGoLow,120,

a22,0,once,highAtStartGoLow,4,ar22,0,once,highAtStartGoLow,125,

a23,0,once,highAtStartGoLow,5,ar23,0,once,highAtStartGoLow,130,

a24,0,once,highAtStartGoLow,6,ar24,0,once,highAtStartGoLow,135,

a25,0,once,highAtStartGoLow,4,ar25,0,once,highAtStartGoLow,140,

a26,0,once,highAtStartGoLow,5,ar26,0,once,highAtStartGoLow,145,

a27,0,once,highAtStartGoLow,6,ar27,0,once,highAtStartGoLow,150,

a28,0,once,highAtStartGoLow,4,ar28,0,once,highAtStartGoLow,155,

a29,0,once,highAtStartGoLow,5,ar29,0,once,highAtStartGoLow,160,

a30,0,once,highAtStartGoLow,6,ar30,0,once,highAtStartGoLow,165,

a31,0,once,highAtStartGoLow,4,ar31,0,once,highAtStartGoLow,170,

a32,0,once,highAtStartGoLow,5,ar32,0,once,highAtStartGoLow,175,

a33,0,once,highAtStartGoLow,6,ar33,0,once,highAtStartGoLow,180,

a34,0,once,highAtStartGoLow,4,ar34,0,once,highAtStartGoLow,185,

a35,0,once,highAtStartGoLow,5,ar35,0,once,highAtStartGoLow,190,

a36,0,once,highAtStartGoLow,6,ar36,0,once,highAtStartGoLow,195,

a37,0,once,highAtStartGoLow,4,ar37,0,once,highAtStartGoLow,200,

a38,0,once,highAtStartGoLow,5,ar38,0,once,highAtStartGoLow,205,

a39,0,once,highAtStartGoLow,6,ar39,0,once,highAtStartGoLow,210,

a40,0,once,highAtStartGoLow,4,ar40,0,once,highAtStartGoLow,215,

a41,0,once,highAtStartGoLow,5,ar41,0,once,highAtStartGoLow,220,

a42,0,once,highAtStartGoLow,6,ar42,0,once,highAtStartGoLow,225,

a43,0,once,highAtStartGoLow,4,ar43,0,once,highAtStartGoLow,230,

a01,0,once,highAtStartGoLow,4

FUNCtion:ARB mybigSeq1

MMEMory:STOR:DATA1 "INT:\mybigseq1.seq"

MMEMory:STOR:DATA1 "USB:\mybigseq1.seq"

DATA:VOL:CLEar

MMEMory:LOAD:DATA1 "INT:\mybigseq1.seq"

FUNCtion:ARB "INT:\mybigseq1.seq"

DATA:VOL:CAT?

아래 코드는 다음 파형을 생성합니다.

FUNC:ARB:SRATE 10E3

FUNC:ARB:FILTER OFF

FUNC:ARB:PTPEAK 10 <--- 전압 피크를 다운로드된 임의 파형 또는

시퀀스에 대한 피크 범위로 설정

DATA:ARB dc_ramp, 0.1, 0.1, 0.1, 0.1, 0.1, 0.2, 0.4, 0.6, 0.8, 1.0

DATA:ARB dc5v,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DATA:ARB dc2_5v,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DATA:ARB dc0v,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DATA:SEQuence #3128"seqExample","dc_ramp",0,once,highAtStart,5,"dc5v",

               2,repeat,maintain,5,"dc2_v",2,repeat,lowAtStart,5,"dc0v",

               2,repeat,maint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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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 ARB

FUNC:ARB seqExample

DATA:ATTR:POINTS? <--- 결과는 40(10포인트 Arb 4개의 합)

DATA:ATTR:PTPEAK? <--- 결과는 0.5(10Vpp 범위의 절반만 사용)

OUTPUT ON

<arb_name>의 형식

대부분의 DATA명령에서는 임의 파형의 이름이 사용됩니다.이때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l <arb_name>은 다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l 이미 파형 메모리로 로드된 파형

l INTERNAL또는 USB대용량 메모리에 있는 파형

l <arb_name>에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은 MMEMory:LOAD:DATA[1|2], DATA:ARBitrary또는 DATA:ARBitrary:DAC를
참조하십시오.

[SOURce[1|2]:]DATA:ARBitrary2:FORMat {ABAB|AABB}

옵션인 IQ Player 기능이 있는 계측기에 한해 적용됩니다.

DATA:ARB2및 DATA:ARB2:DAC명령의 데이터 포인트 형식이 인터리브(ABAB)인지 모든 채널 1뒤에 모든 채널 2가 오는
방식(AABB)인지를 지정합니다.

ARBitrary2키워드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지만 약어 형태는 ARB2를 사용해야 합니다. ARB
는 약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AABB|ABAB} AABB또는 ABAB

듀얼 임의 파형 데이터의 인터리브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DATA:ARB2:FORM A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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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명령에서 SOURce키워드는 무시됩니다.

l 채널 1에서는 DAC카운트 신호 3을 사용하고 채널 2에서는 DAC카운트 신호 4를 사용하려는 경우 AABB형식에서는 데
이터를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로 전송해야 하고 ABAB형식에서는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순서로 전송해야 합니다.

[SOURce[1|2]:]DATA:ARBitrary[1|2] <arb_name>, {<binary_block> | <value>,
<value>, . . .}

[SOURce[1|2]:]DATA:ARBitrary[1|2]:DAC <arb_name>, {<binary_block> | <value>,
<value>, . . .}

DAC코드 (DATA:ARBitrary[1|2]:DAC)또는 부동소수 값(DATA:ARBitrary[1|2])을 나타내는 정수 값을 쉼표로 구분된 값의
목록 또는 이진 데이터 블록으로 파형 휘발성 메모리에 다운로드합니다.

ARBitrary키워드 뒤의 옵션인 [1|2]는 다운로드하려는 데이터에 포함된 데이터 채널이 한
개(기본값)인지 두 개인지를 지정합니다.

듀얼 임의 파형 파일(임의 파형 데이터 채널 두 개가 포함된 단일 파일)을 사용하려면 옵션
인 IQ Player가 필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arb_name>따옴표가 없는 문자열(최대 12자)입니다. (없음)

<binary_block>한정된 길이 임의 블록 형식인 -32,767 ~ +32,767범위의
정수 값 또는 -1.0 ~ +1.0범위의 부동소수 값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
조).모델 및 옵션에 따라 파형당 샘플 8개 ~ 1백만 개 또는 1600만 개를 포함
합니다.

한정된 길이의 블록 데이터를 사용하면 모든 유형의 장치별 데이터를 8비트
이진 데이터 바이트 시리즈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
터나 8비트 확장 ASCII코드를 전송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value> -32,767 ~ +32,767범위의 정수 값 또는 -1.0 ~ +1.0범위의 부동
소수 값이 들어 있는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포인트 수는 8개 ~ 65,5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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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쉼표로 구분된 9개 파형 포인트 목록을 파형 메모리로 다운로드합니다.
DATA:ARB:DACmyArb, 32767, 24576, 16384, 8192, 0, -8192, -16384, -24576, - 32767

9개 파형 포인트를 이진수 블록으로 파형 메모리에 다운로드합니다. <PMT>는 이진 데이터를 종료하는 항목을 지정합니
다.이 항목은 LF(라인피드)문자일 수도 있고 your_binary_data의 마지막 바이트가 EOI(End-Or-Identify)일 수도 있습
니다.
DATA:ARBmyArb, #236<36 bytes of your_binary_data><PMT>

쉼표로 구분된 9개 파형 포인트 목록을 파형 메모리로 다운로드합니다.
DATA:ARBmyArb, 1, .75, .50, .25, 0, -.25, -.50, -.75, -1

듀얼 임의 파형의 8개 파형 포인트를 DAC코드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으로 파형 메모리에 다운로드합니다.두 채널에 각
각 8개씩 총 16개의 값이 있습니다.데이터는 인터리브(ABAB)되므로 양수 값은 모두 채널 1에 있고 음수 값은 모두 채널
2에 있습니다.
DATA:ARB2:FORM ABAB
DATA:ARB2:DACmyArb, 30000, -10000, 29000, -9000, 27000, -7000, 24000, -4000, 27000, -7000, 29000, -
9000, 30000, -10000, 29000, -9000

위 예제와 같은 값을 AABB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DATA:ARB2:FORM AABB
DATA:ARB2:DACmyArb, 30000, 29000, 27000, 24000, 27000, 29000, 30000, 29000, -10000, -9000, -7000,
-4000, -7000, -9000, -10000, -9000

l 각 데이터 포인트는 -32,767 ~ +32,767범위의 16비트 정수이거나 -1.0 ~ +1.0범위의 32비트 부동소수 값입니다.
따라서 총 바이트 수는 항상 파형에 포함된 데이터 포인트 수의 2배 또는 4배입니다.예를 들어 포인트가 8,000개인 파
형을 정수로 다운로드하려면 16,000바이트가 필요하고 동일한 파형을 부동소수 값으로 다운로드하려면 32,000바이
트가 필요합니다.

l -32,767 ~ +32,767또는 -1.0 ~ +1.0범위의 값은 파형의 피크 값에 해당합니다(오프셋이 0V인 경우).예를 들어 출
력 진폭을 10Vpp로 설정하면 +32767은 +5V에 해당하고 -32767은 -5V에 해당합니다.

l 블록 모드 이진 전송용 바이트 순서를 선택하려면 FORMat:BORDer를 사용합니다.

l DATA:ARB2:FORMat을 사용하여 듀얼 임의 파형이 인터리브인지 순차(채널 1뒤에 채널 2가 옴)인지를 지정합니다.

l 이미 로드된 파형을 지정하면 "Specified arb waveform already exists"오류가 발생합니다.기존 파형을 삭제하려면
DATA:VOLatile:CLEar를 사용하여 모든 파형 메모리를 지워야 합니다.

l 모델 및 옵션에 따라 채널당 로드된 모든 파형에 대해 사용 가능한 총 샘플 크기는 1MSa또는 16MSa입니다.새 파형은
이미 로드된 파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OURce[1|2]:]DATA:ATTRibute:AVERage? [<arb_name>]

지정된 임의 파형 내장 또는 USB메모리에 대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 또는 파형 메모리로 로드된 데이터 포인트의 산술 평균
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

용

<arb_name>은 유효한 파일 이름입니다.생략하는 경우 기본 <arb_name>은 현재 활성 상태인 임
의 파형(FUNCtion:ARBitrary로 선택됨)입니다.

+2.45036000E-
002

"SINC"에 저장된 모든 포인트의 평균을 반환합니다.
DATA:ATTR:AVER?" INT:\BuiltIn\SINC.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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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없는 파형을 쿼리하면 "Specified arb waveform does not exist"오류가 발생합니다.

l <arb_name>은 MMEMory:LOAD:DATA[1|2]에 의해 메모리에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거나 DATA:ARBitrary또는
DATA:ARBitrary:DAC에서 생성된 이름일 수 있습니다.

[SOURce[1|2]:]DATA:ATTRibute:CFACtor? [<arb_name>]

내장 또는 USB메모리에 있거나 파형 메모리로 로드된 지정된 임의 파형 세그먼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파고율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arb_name>은 유효한 파일 이름입니다.생략하는 경우 기본 <arb_name>은 현재 활성 상태
인 임의 파형(FUNCtion:ARBitrary로 선택됨)입니다.

+1.73205100E+000

"NEG_RAMP"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파고율을 반환합니다.
DATA:ATTR:CFAC? "INT:\BuiltIn\NEG_RAMP.arb"

l 파고율은 파형의 피크값과 RMS값의 비율입니다.

l 없는 파형을 쿼리하면 "Specified arb waveform does not exist"오류가 발생합니다.

l <arb_name>은 MMEMory:LOAD:DATA[1|2]에 의해 메모리에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거나 DATA:ARBitrary또는
DATA:ARBitrary:DAC에서 생성된 이름일 수 있습니다.

[SOURce[1|2]:]DATA:ATTRibute:POINts? [<arb_name>]

내장 또는 USB메모리에 있거나 파형 메모리로 로드된 지정한 임의 파형 세그먼트의 포인트 수를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arb_name>은 유효한 파일 이름입니다.생략하는 경우 기본 <arb_name>은 현재 활성 상태인 임
의 파형(FUNCtion:ARBitrary로 선택됨)입니다.

+40

"EXP_RISE"의 데이터 포인트 수를 반환합니다.
DATA:ATTR:POIN? "INT:\BuiltIn\EXP_RISE.arb"

l <arb_name>은 MMEMory:LOAD:DATA[1|2]에 의해 메모리에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거나 DATA:ARBitrary또는
DATA:ARBitrary:DAC에서 생성된 이름일 수 있습니다.

[SOURce[1|2]:]DATA:ATTRibute:PTPeak? [<arb_name>]

이 쿼리는 내장 또는 USB메모리에 있거나 파형 메모리로 로드된 지정한 임의 파형 세그먼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피크 대 피크 값을 계산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파일 이름.생략하는 경우 기본 <arb_name>은 현재 활성 상태인 임의 파형
(FUNCtion:ARBitrary로 선택됨)입니다.

+1.00000000E+00

"EXP_FALL"에 대한 피크 대 피크 값을 반환합니다.
DATA:ATTR:PTP? "INT:\BuiltIn\EXP_FALL.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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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rb_name>은 다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l 이미 파형 메모리로 로드된 파형

l INTERNAL또는 USB대용량 메모리에 있는 파형

l <arb_name>에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은 MMEMory:LOAD:DATA[1|2], DATA:ARBitrary또는 DATA:ARBitrary:DAC를
참조하십시오.

l 임의 파형 한계:임의 파형의 경우 파형 데이터 포인트가 출력 DAC(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않으면 진폭이 제한됩니다.예를 들어 내장 "싱크"파형은 값의 전체 범위를 사용하지 않으며,따라서 최대 진폭이
6.087Vpp(50Ω으로 입력)로 제한됩니다.

l <arb_name>은 MMEMory:LOAD:DATA[1|2]에 의해 메모리에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거나 DATA:ARBitrary또는
DATA:ARBitrary:DAC에서 생성된 이름일 수 있습니다.

[SOURce[1|2]:]DATA:SEQuence <block_descriptor>

MMEMory:LOAD:DATA[1|2]또는 DATA:ARBitrary로 이미 파형 메모리로 로드된 파형 시퀀스를 정의합니다.
MMEMory:LOAD:DATA[1|2]명령은 연결된 임의 파형을 자동으로 로드하는 시퀀스 파일을 로드할 수도 있으며 진폭,오프
셋,샘플링 속도 및 필터 설정을 포함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EEE아래에 설명된 한정된 길이 임의 블록입니다. (없음)

(예제 참조)

l 임의 파형에 수백만 개의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어도 시간 또는 외부 이벤트에 따라 파형을 반복해야 하거나 특수 시퀀

스를 지정해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임의 파형의 시퀀스를 지정하면 파형을 정렬하고 조건
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응용 프로그램 유연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한정된 길이의 블록 데이터를 사용하면 모든 유형의 장치별 데이터를 8비트 이진 데이터 바이트 시리즈로 전송할 수 있습
니다.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나 8비트 확장 ASCII코드를 전송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l <block_descriptor>는 #<n><n digits><sequence name>,<arb name1>,<repeat count1>,<play control1>,
<marker mode1>, <marker point1>, <arb name2>,<repeat count2>,<play control2>,<marker mode2>,
<marker point2>등의 형식 중 하나입니다.형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l <n>은 블록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자릿수를 지정합니다.

l <n digits>는 포함할 데이터 바이트 수를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자릿수입니다.

l <sequence name>은 따옴표가 없는 ASCII문자열로,다음 파라미터에 지정된 임의 파형을 포함하는 시퀀스 이름
을 지정합니다.

l <arb name>은 MMEM:LOAD:DATA[1|2]또는 DATA:ARBitrary명령으로 로드된 임의 파형의 이름을 지정하는 따
옴표로 묶인 문자열입니다.

l <repeat count>는 파형 반복 횟수를 지정합니다.이 값은 1 ~ 1백만 사이이거나 무한대일 수 있습니다.재생 제어
가 "repeat"로 설정된 경우에만 하드웨어에서 이 값이 인식됩니다.

l <play control>은 임의 파형을 시퀀스에서 재생할 방법을 지정하는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입니다.다음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l "once" -한 번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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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nceWaitTrig" -한 번 재생한 다음 트리거를 대기합니다.지정된 세그먼트의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트리
거가 수신되지 않습니다.

l "repeat" -반복 카운트로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l "repeatInf" -중지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l "repeatTilTrig" -트리거될 때까지 반복한 다음 진행합니다.

l <marker mode>는 임의 파형에서 마커의 동작을 지정하는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입니다.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maintain" -세그먼트 시작 시 현재 마커 상태를 유지합니다.

l "lowAtStart" -세그먼트 시작 시 마커를 로우로 강제 지정합니다.

l "highAtStart" -세그먼트 시작 시 마커를 하이로 강제 지정합니다.

l "highAtStartGoLow" -세그먼트 시작 시 마커를 하이로 강제 지정한 다음 마커 위치에서 로우로 지정합니다.

l <marker point>는 임의 파형에서 마커 위치를 지정하는 숫자입니다.이 값은 4와 임의 파형에서 3을 뺀 점의 개수
사이의 숫자여야 합니다.

l 로드되지 않은 임의 파형을 지정하면 "Specified arb waveform does not exist"오류가 발생합니다.

DATA:SEQuence 명령 예제

다음 명령은 이전에 MMEMory:LOAD:DATA[1|2]를 사용하여 USB드라이브에서 로드된 3개 세그먼트(A.arb, B.arb, C.arb)
로 구성된 mySequence라는 시퀀스를 구성합니다.이 시퀀스에서는 A가 1회, B가 5회 재생됩니다.그런 다음 진행 트리거
를 대기하는 동안 C를 반복 재생하고 마지막으로 A를 재생합니다.각 세그먼트의 <marker point>는 10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DATA:SEQ #3158"mySequence","USB:\A.arb",0,once,lowAtStart,10,"USB:\B.arb",5,repeat,highAtStart,

10,

"USB:\C.arb",0,repeatTilTrig,maintain,10,"USB:\A.arb",0,once,lowAtStart,10

대부분의 텍스트 편집기에서는 mySequence의 "m"부터 줄 끝의 "0"까지 문자를 강조 표시하여 블록의 바이트 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 예제에서는 크기가 143이므로 표시하는 데 3자리가 필요하며,따라서 헤더는 #3143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모든 임의 파형을 사전 로드한 다음 진폭과 오프셋(또는 하이 레벨 및 로우 레벨),샘플링 속도 및 필
터를 설정해야 합니다.여러 SCPI명령을 사용하여 블록 전송을 생성하는 대신 이러한 모든 정보를 단일 파일에 조합하려면
MMEM:LOAD:DATA를 참조하십시오.

[SOURce[1|2]:]DATA:VOLatile:CATalog?

임의 파형 및 시퀀스를 포함하여 휘발성 파형 메모리의 내용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INT:\BUILTIN\EXP_RISE.ARB","USB:\XYZ\A.ARB",
"USB:\XYZ\B.ARB","USB:\xyz\xyz.seq"

파형 A.arb, B.arb및 C.arb가 USB:\xyz\xyz.seq의 시퀀스 파일을 통해 채널 1에서 이전에 로드되었다고 가정하여 휘발성
파형 메모리의 내용을 반환합니다.
DATA:VOL: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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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DATA:VOLatile:CLEar

지정한 채널의 파형 메모리를 지우고 기본 파형을 다시 로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채널 1의 파형 메모리 내용을 지우고 기본 파형을 다시 로드합니다.
DATA:VOL:CLE

[SOURce[1|2]:]DATA:VOLatile:FREE?

휘발성 메모리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수를 반환합니다.휘발성 메모리로 로드된 각 임의 파형은 128포인트 블록에 할당
된 공간을 사용하므로,포인트가 8 ~ 128개인 파형은 이러한 블록 한 개를 사용하고 129 ~ 256개인 파형은 이러한 블록을
두 개 사용하는 식으로 블록 수가 계산됩니다.

표준 계측기에는 채널당 포인트 1백만 개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메모리를 16,000,000포인트까지 확장
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382956

사용 가능한 휘발성 메모리의 바이트 수를 반환합니다.
DATA:VOL: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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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하위 시스템
DISPlay하위 시스템으로 계측기 디스플레이를 제어합니다.

예제

다음 프로그램은 계측기 디스플레이를 끈 다음 계측기를 조작해서는 안 됨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DISP OFF

DISP:TEXT "Test running. Please do not touch."

명령

DISPlay하위 시스템에는 다음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DISPlay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l DISPlay:TEXT -디스플레이에 텍스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l DISPlay:TEXT:CLEar -디스플레이에서 텍스트 메시지를 지웁니다.

DISPlay {ON|1|OFF|0}
DISPlay?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비활성화되면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가 검게 변하고 모든 어넌시에
이터가 비활성화됩니다.그러나 화면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N) 0 (OFF) or 1 (ON)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DISP OFF

l 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하면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속도가 빨라지며 기본적인 보안 기능이 제공됩니

다.

l DISPlay:TEXT <string>을 전송하면 디스플레이 상태가 무시됩니다.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한 상태로 메시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l 전원을 껐다가 켤 때 또는 전면 패널 [Local]키를 눌러 로컬(전면 패널)작동으로 복귀할 때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됩니
다.

DISPlay:TEXT <string>
DISPlay:TEXT?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에 텍스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최대 40자(표준 키보드의 모든 문자 사용 가능)의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기본값 "") "Test running. Do not touch."

디스플레이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DISP:TEXT "Test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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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ISPlay:TEXT <string>을 전송하면 디스플레이 상태가 무시됩니다.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한 상태로 메시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l 메시지가 표시되는 동안에는 현재 계측기 작동과 관련된 정보가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l 표시 텍스트는 *RST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원을 켜면 지워집니다.

DISPlay:TEXT:CLEar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에서 텍스트 메시지를 지웁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디스플레이에서 메시지를 지웁니다.
DISP:TEXT:CLE

l DISPlay ON을 사용하는 경우 DISP:TEXT:CLEar는 디스플레이를 일반 모드로 되돌립니다.

l DISPlay ON을 사용하는 경우 DISP:TEXT:CLEar는 메시지를 지우며,디스플레이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디
스플레이를 활성화하려면 DISPplay ON을 전송하거나 전면 패널 [Local]키를 누르십시오.

표시 텍스트는 *RST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원을 켜면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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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하위 시스템
다음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요약한 것입니다.주파수 변조(FM)파형을 생성합니다.

1. 반송파 구성: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을 사용하여 반송파의 함수,주파수,진폭 및 오프
셋을 지정합니다.

2. 변조 소스 선택(내부, 외부, CH1, CH2):FM:SOURce.외부 변조 소스의 경우에는 3 ~ 4단계를 건너뛰십시오.

3. 변조 파형 선택:FM:INTernal:FUNCtion

4. 변조 주파수 설정:FM:INTernal:FREQuency

5. 피크 주파수 편차 설정:FM:DEViation

6. FM 활성화:FM:STATe:ON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FUNCtion SQU

FREQuency +4.0E+05

VOLTage +1.0

VOLTage:OFFset 0.0

FM:SOURce INT

FM:DEViation +3.5e5

FM:INTernal:FREQuency +5e4

FM:INTernal:FUNCtion RAMP

FM:STATe 1

OUTP 1

[SOURce[1|2]:]FM[:DEViation] {<peak_deviation_in_Hz>|MINimum|MAXimum}
[SOURce[1|2]:]FM[:DEViation]? [{MINimum|MAXimum}]

피크 주파수 편차를 Hz단위로 설정합니다.이 값은 반송파 주파수를 기준으로 변조된 파형의 주파수 피크 변동을 나타냅니
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μHz ~ 15.05(lRAMP의 경우 150kHz로 제한됨),기본값 100Hz +1.00000000000000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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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피크 주파수 편차를 1kHz로 설정합니다.
FM:DEV 1000

피크 주파수 편차를 1μHz로 설정합니다.
FM:DEV MIN

l 편차는 반송파 주파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FM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반송파 주파수를 초과하는 편차를 설정하면
계측기에서 편차를 해당 반송파 주파수에 허용되는 최대값으로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반송파 주파수 +편차는 선택한 기능의 최대 주파수 + 100kHz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편차를 올바르지 않은 값으로 설
정하면 계측기에서 편차를 현재 반송파 주파수에 허용되는 최대값으로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편차로 인해 반송파가 현재 듀티 사이클의 주파수 경계를 초과하는 경우(사각 파형에 한함)계측기에서 듀티 사이클을
현재 반송파 주파수에 허용되는 최대값으로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
니다.

l External변조 소스를 선택하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가 100kHz인경우 +5V신호 레벨은 주파수 100kHz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음의 신호 레벨은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 아래로 낮춥니다.

[SOURce[1|2]:]FM:INTernal: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M:INTernal:FREQuency? [{MINimum|MAXimum}]

변조 파형의 주파수를 설정합니다.변조 소스 파형은 이 주파수(해당 파형의 주파수 한계 이내)에서 작동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μHz ~내부 함수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값(기본값 10Hz) +1.000000000000000E+04

변조 주파수를 10kHz로 설정합니다.
FM:INT:FREQ 10000

l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선택하면 주파수가 임의 파형의 주파수로 변경됩니다.이 주파수는 임의 파형의 포인트 수 및
샘플링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l 변조 소스에 대해 임의 파형을 사용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임의 파형의 샘플링 속도를 나타내는 캐시된 메

타데이터도 변경됩니다. FUNCtion:ARBitrary:FREQuency, FUNCtion:ARBitrary:PERiod및
FUNCtion:ARBitrary:SRATe를 사용하여 임의 파형의 변조 주파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의 주파수가 마지막으로 재
생되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과 변조 주파수 명령은 직접적으로 커플링됩니다.
나중에 변조를 끄고 동일한 임의 파형을 현재 기능으로 선택하면 샘플링 속도와 포인트 수를 기반으로 하는 해당 주파

수는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재생했을 때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l 내부 함수가 TRIangle, UpRamp또는 DnRamp인 경우 최대 주파수는 200kHz로 제한됩니다.내부 함수가 PRBS이면
주파수는 비트 레이트를 기준으로 하며 50Mbps로 제한됩니다.

l 이 명령은 내부 변조 소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FM:SOURce INTernal).

[SOURce[1|2]:]FM:INTernal:FUNCtion <function>
[SOURce[1|2]:]FM:INTernal:FUNCtion?

이 명령은 변조 파형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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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SINusoid|SQUare|RAMP|NRAMp|TRIangle|NOISe|PRBS|ARB},기본
값 SINusoid
내부 기능 파형을 봅니다.

SIN, SQU, RAMP, NRAM, TRI, NOIS, PRBS또
는 ARB

사인 파형을 변조 파형으로 선택합니다.
FM:INT:FUNC SIN

l 이 명령은 내부 변조 소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FM:SOURce INTernal).

l 반송파와 내부 기능의 일부 조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PRBS반송파와 PRBS내부 기능, ARB반송파와 ARB
내부 기능의 조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 노이즈를 변조 파형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노이즈,펄스 또는 DC를 반송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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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AM:SOURce?

[SOURce[1|2]:]BPSK: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BPSK:SOURce

[SOURce[1|2]:]F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FM:SOURce

[SOURce[1|2]:]FSKey: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FSKey:SOURce

[SOURce[1|2]:]P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M:SOURce

[SOURce[1|2]:]PW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WM:SOURce?
변조 신호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NTernal|EXTernal|CH1|CH2},기본값 INTernal. BPSK및 FSKey는 CH1또
는 CH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 EXT, CH1, CH2

외부 변조 소스를 선택합니다.
AM:SOUR EXT(FM, BPSK, FSK, PM또는 PWM을 AM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참고 사항

l EXTernal을 선택하면 반송파가 외부 파형으로 변조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l AM:변조 깊이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변조 깊이(AM
[:DEPTh]) 100%에서 변조 신호가 +5V일 때 출력은 최대 진폭이 됩니다.마찬가지로 변조 신호가 -5V이면 최소 진
폭에서 출력이 생성됩니다.

l FM:External변조 소스를 선택하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가 100kHz인경우 +5V신호 레벨은 주파수 100kHz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음의 신호 레벨은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 아래로 낮춥니다.

l PM:외부 변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를 180도로 설정하는 경우 +5V신호 레벨은 +180도 위상 편차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 신호 레벨이 음수이면 편차도 음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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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l 펄스(선택한 기능):펄스 폭 또는 펄스 듀티 사이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에 존재하는 ±5V신
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PWM:DEViation명령을 사용하여 펄스 폭 편차를 50μs로 설정한 경우 +5V
신호 레벨은 50μs폭 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줄어듭니다.

l EX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가
결정됩니다.로직 로우가 있으면 반송파 위상 또는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가 있으면 위상 편이 위상 또
는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l 최대 외부 BPSK속도는 1MHz이고 최대 FSK속도는 1MHz입니다.

l 참고: 외부적으로 제어되는 BPSK또는 FSK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Trig In)는 외부적으로 변조되는 AM, FM, PM,
PWM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Modulation In)와 다릅니다. BPSK또는 FSK에 사용되는 경우 Trig In커넥터는 조정
가능한 에지 극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TRIGger[1|2]:SLOPe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 IN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ey)가 반송파 위상 또는 주파수 간에 "편이"되며 대
체 위상 또는 주파수는 BPSK속도(BPSK:INTernal:RATE)또는 FSK속도(FSKey:INTernal:RATE)에 의해 결정됩니다.

l 채널이 해당 변조 소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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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TATe {ON|1|OFF|0}[SOURce[1|2]:]AM:STATe?[SOURce[1|2]:]BPSK:STATe

[SOURce[1|2]:]AM:STATe {ON|1|OFF|0}
[SOURce[1|2]:]AM:STATe?

[SOURce[1|2]:]BPSK:STATe {ON|1|OFF|0}
[SOURce[1|2]:]BPSK:STATe

[SOURce[1|2]:]FM:STATe {ON|1|OFF|0}
[SOURce[1|2]:]FM:STATe

[SOURce[1|2]:]FSKey:STATe {ON|1|OFF|0}
[SOURce[1|2]:]FSKey:STATe

[SOURce[1|2]:]PM:STATe {ON|1|OFF|0}
[SOURce[1|2]:]PM:STATe

[SOURce[1|2]:]PWM:STATe {ON|1|OFF|0}
[SOURce[1|2]:]PWM:STATe?
변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AM을 활성화합니다(FM, BPSK, FSK, PM또는 PWM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AM:STAT ON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l 변조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 계측기에서는 변조를 스위프 또는 버스트와 함께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변조를 활성화하면 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
가 꺼집니다.

l PWM은 선택한 기능이 펄스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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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BORDer {NORMal|SWAPped}FORMat:BORDer?

FORMat:BORDer {NORMal|SWAPped}
FORMat:BORDer?
블록 모드에서 이진 데이터 포인트 전송에 사용되는 바이트 순서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NORMal|SWAPped}(기본값 NORMal) NORM또는 SWAP

SWAPped순서를 설정합니다.
FORM:BORD SWAP

l NORMal:각 데이터 포인트의 최상위 바이트(MSB)가 먼저 전송됩니다.

l SWAPped:각 데이터 포인트의 최하위 바이트(LSB)가 먼저 전송됩니다.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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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하위 시스템

FREQuency 하위 시스템
FREQuency하위 시스템에서는 계측기 출력 주파수를 설정합니다.두 채널 계측기에서는 채널 주파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커플링할 수 있습니다.

FREQuency:COUPle[:STATe] {ON|OFF|ONCE}는 커플링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ONCE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한 채널의 주파수를 다른 채널로 복사하되 두 주파수를 커플링하지는 않습니다.

FREQuency:COUPle:MODE {OFFSet|RATio}는 주파수 커플링 모드를 지정합니다.

FREQuency:MODE를 사용하면 스위프,주파수 목록 또는 고정 주파수를 비롯하여 사용할 주파수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예제

아래에 요약되어 있는 나머지 FREQuency명령은 스위프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1. 파형 형태, 진폭 및 오프셋 설정:APPLy또는 동일한 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명령을 사
용하여 기능,주파수,진폭 및 오프셋을 선택합니다.비임의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스위프의 주파수 경계 설정:FREQuency:STARt및 FREQuency:STOP또는 FREQuency:CENTer및 FREQuency:SPAN
을 사용합니다.

3. 스위프 모드 선택(선형 또는 로그):SWEep:SPACing

4. 스위프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SWEep:TIME

5. 스위프 트리거 소스 선택: TRIGger[1|2]:SOURce

6. 전면 패널 Sync 커넥터의 신호가 스위프 중에 로우로 바뀌는 주파수 설정(옵션):MARKer:FREQuency

[SOURce[1|2]:]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 [{MINimum|MAXimum}]

출력 주파수를 설정합니다.이 명령은 FUNCtion:PULSe:PERiod와 쌍으로 실행되며 나중에 실행되는 명령이 다른 명령을
무시하고 실행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μHz ~최대 계측기 주파수입니다.단,삼각 및 램프의 경우에는 200kHz로 제한됩니
다.기본값은 1 kHz입니다.

+1.000000000000000E+03

출력 주파수를 60Hz로 설정합니다.
FREQ 60

l 기능 한계: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파수 한계는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기능에 적합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파수를 지정하는 명령을 전송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현재 기능이 "램프"인데 FREQ 20 MHZ명령을 전송
하면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하며 주파수가 램프 파형의 최대값인 200kHz로 설정됩니다.

[SOURce[1|2]:]FREQuency:CENTer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CENTer? [{MINimum|MAXimum}]

중심 주파수를 설정합니다.주파수 스위프의 경우 주파수 스팬과 함께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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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μHz ~최대 계측기 주파수입니다.단,삼각 및 램프의 경우에는 200kHz로 제한됩니
다.기본값은 550Hz입니다.

+1.000000000000000E+03

스위프 중심 주파수를 1kHz로 설정합니다.
FREQ:CENT 1000

l 다음 방정식은 스팬 주파수로 중심 주파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중심 주파수(max) =파형의 최대 주파수 - (스팬/2)

l 다음 방정식은 중심 주파수와 시작 및 정지 주파수 간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중심 주파수 = |(정지 주파수 -시작 주파수)|/2

[SOURce[1|2]:]FREQuency:COUPle[:STATe] {ON|1|OFF|0}
[SOURce[1|2]:]FREQuency:COUPle[:STATe]?

두 채널 계측기에서 채널 간의 주파수 커플링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주파수 커플링 상태를 켭니다.
FREQ:COUP ON

l ON을 지정하면 FREQuency:COUPle:MODE로 지정된 주파수 커플링이 시작됩니다.

l 현재 오프셋 또는 비율과 현재 주파수 설정을 조합하는 경우 주파수가 계측기 사양을 초과하면 계측기에서 오류가 발생

하며 초과된 주파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서 잘립니다.

l 모드를 RATIO로 설정하고 RATIO를 1.0으로 설정해도 채널 사양을 초과하는 경우(예:채널 1이 3MHz사인이고 채널 2
가 램프인 경우에는 RATIO값이 1.0까지 높아질 수 없음)오류 메시지가 생성되고 FREQuency:COUPle이 OFF로 설정
됩니다.

[SOURce[1|2]:]FREQuency:COUPle:MODE {OFFSet|RATio}
[SOURce[1|2]:]FREQuency:COUPle:MODE?

주파수가 커플링된 채널 간의 주파수 커플링 유형을 설정합니다. OFFSet은 채널 간의 일정 주파수 오프셋을 지정하고,
RATio는 채널 주파수 간의 일정 비율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FFSet|RATio}(기본값: 1.0비율의 RATio) OFFS 또는 RAT

주파수 커플링 모드를 OFFSet:으로 설정합니다.
FREQ:COUP:MODE OFFS

l 전원을 켤 때의 주파수 커플링 기본값은 OFF입니다.

l SOURce1또는 SOURce2중 어느 쪽을 지정해도 됩니다.어느 구문을 사용하든 두 채널에 대해 동일한 커플링이 설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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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하위 시스템

[SOURce[1|2]:]FREQuency:COUPle:OFFSet <frequency>
[SOURce[1|2]:]FREQuency:COUPle:OFFSet?

계측기의 주파수 커플링 모드가 OFFSet일 때 오프셋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계측기 최대 주파수에 해당하는 양수 및 음수 값 사이의 숫자(램프 및 삼각의 경우
±200kHz로 제한됨)로,기본값은 0입니다.

+7.650000000000000E+05

채널 2의 주파수를 채널 1주파수보다 10.245MHz크게 설정합니다.
FREQ:COUP:OFFS 10.245 MHZ

채널 1의 주파수를 채널 2주파수보다 350MHz크게 설정합니다.
SOUR2:FREQ:COUP:OFFS 350 KHZ

채널 1의 주파수를 채널 2주파수보다 455MHz작게 설정합니다.
SOUR2:FREQ:COUP:OFFS -455 KHZ

l SOURce채널(SOURce1또는 SOURce2)은 참조 채널로 사용되며 OFFSet이 다른 채널에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계측기가
FREQ:COUPLE:STATE ON및 FREQ:COUPLE:MODE OFFSET상태(주파수 오프셋 모드가 활성 상태)이며 채널 1이 현재
1.0MHz로 작동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이 경우 SOURce1:FREQuency:COUPle:OFFSet 500명령을 실행하면 채널 1
은 1.0MHz로 유지되고 채널 2는 1.5MHz로 설정됩니다.두 채널 중 하나의 주파수가 변경되면 다른 채널의 주파수도
500kHz오프셋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됩니다.

l 주파수 커플링으로 인해 채널 중 하나에서 현재 기능에 대한 계측기 주파수 사양을 초과하는 경우 이 명령으로 인한 오

류가 생성되며,주파수는 특정 채널의 최대 한계 또는 최소 한계로 설정됩니다.

l 임의 파형에는 주파수 커플링을 사용할 수 없지만 임의 파형의 샘플링 속도를 커플링할 수는 있습니다.

[SOURce[1|2]:]FREQuency:COUPle:RATio <ratio>
[SOURce[1|2]:]FREQuency:COUPle:RATio?

주파수 커플링 모드 RATio에서 채널 주파수 간 오프셋 비율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001 ~ 1000(기본값 1) +7.500000000000000E-01

채널 2의 주파수를 채널 1주파수의 2배로 설정합니다.
FREQ:COUP:RAT 2.0

채널 1의 주파수를 채널 2주파수의 3.14배로 설정합니다.
SOUR2:FREQ:COUP:RAT 3.14

l SOURce채널(SOURce1또는 SOURce2)은 참조 채널로 사용되며 RATIO가 다른 채널에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계측기
가 FREQuency:COUPle ON및 FREQuency:COUPle:MODE RATio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또한 채널 1은 현재 2kHz
에서,채널 2는 10kHz에서 작동 중이라고 가정합니다.이 경우 SOURce1:FREQuency:COUPle:RATio 2.5명령을 실행
하면 채널 1은 2kHz로 유지되고 채널 2는 5kHz로 설정됩니다.두 채널 중 하나의 주파수가 변경되면 다른 채널의 주파
수도 2.5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됩니다.

l 주파수 커플링으로 인해 채널 중 하나에서 현재 기능에 대한 계측기 주파수 사양을 초과하는 경우 이 명령으로 인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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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하위 시스템

류가 생성되며,주파수는 특정 채널의 최대 한계 또는 최소 한계로 설정됩니다.

l 임의 파형에는 주파수 커플링을 사용할 수 없지만 임의 파형의 샘플링 속도를 커플링할 수는 있습니다.

[SOURce[1|2]:]FREQuency:MODE {CW|LIST|SWEep|FIXed}
[SOURce[1|2]:]FREQuency:MODE?

주파수 모드 유형을 고정 주파수의 연속 파형(CW또는 FIXed),주파수 스위프(SWEep)또는 주파수 목록(목록)으로 설정합
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CW|LIST|SWEep|FIXed}(기본값 CW) CW, LIST, SWE또는 FIX

주파수 모드를 목록으로 설정합니다.
FREQ:MODE LIST

l 모드를 목록으로 설정하는 경우 LIST:FREQuency를 사용하여 주파수 목록을 지정합니다.

[SOURce[1|2]:]FREQuency:SPAN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SPAN? [{MINimum|MAXimum}]

중심 주파수와 함께 사용되는 주파수 스팬을 주파수 스위프용으로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계측기 최대 주파수(램프 및 삼각의 경우 ±200kHz),기본값 900Hz +1.000000000000000E+02

스위프 주파수 스팬을 100kHz로 설정합니다.
FREQ:SPAN 100 KHZ

l 다음 방정식은 최대 주파수 스팬에 대한 한계를 보여 줍니다.

주파수 스팬(max) = (선택한 파형의 최대 주파수 -중심 주파수) X 2

l 다음 방정식은 스팬 주파수와 시작 및 정지 주파수 간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주파수 스팬 =정지 주파수 -시작 주파수

l 주파수를 상향으로 스위프하려면 양의 주파수 스팬을 설정하고 하향으로 스위프하려면 음의 주파수 스팬을 설정하십

시오.

[SOURce[1|2]:]FREQuency:STARt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STARt? [{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STOP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STOP? [{MINimum|MAXimum}]

주파수 스위프용 시작 및 정지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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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계측기 최대 주파수(램프 및 삼각의 경우 ±200kHz),기본값 100Hz +1.000000000000000E+02

스위프 시작 주파수와 정지 주파수를 각각 100Hz와 1kHz로 설정합니다.
FREQ:STAR 100
FREQ:STOP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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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Key 하위 시스템

FSKey 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에서는 주파수 편이 변조(FSK)파형을 구성합니다.

예제

FSK파형 다음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1. Use 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명령을 사용하여 반송파의 기능,주파수,진폭 및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2. 변조 소스(내부, 외부, CH1, CH2)를 선택합니다.FSK:SOURce외부 변조 소스의 경우에는 3 ~ 4단계를 건너뛰십시
오.

3. 대체("홉") 주파수를 선택합니다.FSK:FREQuency

4. FSK 속도를 설정합니다.FSK:INTernal:RATE

5. FSK 변조를 활성화합니다.FSK:STATe ON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FUNCtion SQU

FREQuency +1e6

VOLTage +1.0

VOLTage:OFFset 0.0

FSKey:SOURce INT

FSKey:FREQuency +5e5

FSKey:INTernal:RATE +8e4

FSKey:STATe 1

OUTPut1 1

[SOURce[1|2]:]FSKey: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SKey:FREQuency? [{MINimum|MAXimum}]

FSK대체(또는 "홉")주파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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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Ke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μHz ~최대 계측기 주파수(램프의 경우 200kHz로 제한됨),기본값 100Hz +1.000000000000000E-06

홉 주파수를 10kHz로 설정합니다.
FSK:FREQ 10000

홉 주파수를 1μHz로 설정합니다.
FSK:FREQMIN

[SOURce[1|2]:]FSKey:INTernal:RATE {<rate_in_Hz>|MINimum|MAXimum}
[SOURce[1|2]:]FSKey:INTernal:RATE? [{MINimum|MAXimum}]

출력 주파수가 반송파 및 홉 주파수 간에 "편이"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mHz ~ 1MHz(기본값 100Hz) +1.000000000000000E-03

FSK속도를 10kHz로 설정합니다.
FSK:INT:RATE 10000

FSK속도를 1mHz로 설정합니다.
FSK:INT:RATE MIN

l FSK속도는 내부 소스(FSK:SOURce INTernal)에 한해 사용됩니다.

l 변조 파형은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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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AM:SOURce?

[SOURce[1|2]:]BPSK: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BPSK:SOURce

[SOURce[1|2]:]F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FM:SOURce

[SOURce[1|2]:]FSKey: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FSKey:SOURce

[SOURce[1|2]:]P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M:SOURce

[SOURce[1|2]:]PW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WM:SOURce?
변조 신호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NTernal|EXTernal|CH1|CH2},기본값 INTernal. BPSK및 FSKey는 CH1또
는 CH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 EXT, CH1, CH2

외부 변조 소스를 선택합니다.
AM:SOUR EXT(FM, BPSK, FSK, PM또는 PWM을 AM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참고 사항

l EXTernal을 선택하면 반송파가 외부 파형으로 변조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l AM:변조 깊이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변조 깊이(AM
[:DEPTh]) 100%에서 변조 신호가 +5V일 때 출력은 최대 진폭이 됩니다.마찬가지로 변조 신호가 -5V이면 최소 진
폭에서 출력이 생성됩니다.

l FM:External변조 소스를 선택하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가 100kHz인경우 +5V신호 레벨은 주파수 100kHz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음의 신호 레벨은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 아래로 낮춥니다.

l PM:외부 변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를 180도로 설정하는 경우 +5V신호 레벨은 +180도 위상 편차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 신호 레벨이 음수이면 편차도 음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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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l 펄스(선택한 기능):펄스 폭 또는 펄스 듀티 사이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에 존재하는 ±5V신
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PWM:DEViation명령을 사용하여 펄스 폭 편차를 50μs로 설정한 경우 +5V
신호 레벨은 50μs폭 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줄어듭니다.

l EX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가
결정됩니다.로직 로우가 있으면 반송파 위상 또는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가 있으면 위상 편이 위상 또
는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l 최대 외부 BPSK속도는 1MHz이고 최대 FSK속도는 1MHz입니다.

l 참고: 외부적으로 제어되는 BPSK또는 FSK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Trig In)는 외부적으로 변조되는 AM, FM, PM,
PWM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Modulation In)와 다릅니다. BPSK또는 FSK에 사용되는 경우 Trig In커넥터는 조정
가능한 에지 극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TRIGger[1|2]:SLOPe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 IN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ey)가 반송파 위상 또는 주파수 간에 "편이"되며 대
체 위상 또는 주파수는 BPSK속도(BPSK:INTernal:RATE)또는 FSK속도(FSKey:INTernal:RATE)에 의해 결정됩니다.

l 채널이 해당 변조 소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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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TATe {ON|1|OFF|0}[SOURce[1|2]:]AM:STATe?[SOURce[1|2]:]BPSK:STATe

[SOURce[1|2]:]AM:STATe {ON|1|OFF|0}
[SOURce[1|2]:]AM:STATe?

[SOURce[1|2]:]BPSK:STATe {ON|1|OFF|0}
[SOURce[1|2]:]BPSK:STATe

[SOURce[1|2]:]FM:STATe {ON|1|OFF|0}
[SOURce[1|2]:]FM:STATe

[SOURce[1|2]:]FSKey:STATe {ON|1|OFF|0}
[SOURce[1|2]:]FSKey:STATe

[SOURce[1|2]:]PM:STATe {ON|1|OFF|0}
[SOURce[1|2]:]PM:STATe

[SOURce[1|2]:]PWM:STATe {ON|1|OFF|0}
[SOURce[1|2]:]PWM:STATe?
변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AM을 활성화합니다(FM, BPSK, FSK, PM또는 PWM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AM:STAT ON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l 변조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 계측기에서는 변조를 스위프 또는 버스트와 함께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변조를 활성화하면 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
가 꺼집니다.

l PWM은 선택한 기능이 펄스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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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하위 시스템

FUNCtion 하위 시스템
FUNCtion하위 시스템에서는 계측기 출력 기능을 구성합니다.

l FUNCtion -출력 파형

l FUNCtion:ARBitrary -이전에 MMEMory:LOAD:DATA[1|2]를 통해 휘발성 메모리로 로드한 임의 파형(.arb/barb)또는
시퀀스(.seq)

l FUNCtion:ARBitrary:ADVance -다음 임의 파형 데이터 포인트로 진행할 방법

l FUNCtion:ARBitrary:BALance - (IQ Player 옵션에 한함)듀얼 임의 파형 채널 밸런싱의 상태(켜기/끄기)

l FUNCtion:ARBitrary:BALance:GAIN - (IQ Player 옵션에 한함)듀얼 임의 파형의 게인 밸런스 비율

l FUNCtion:ARBitrary:BALance:OFFSet[1|2] - (IQ Player 옵션에 한함)듀얼 임의 파형의 개별 채널 오프셋

l FUNCtion:ARBitrary:FILTer -임의 파형용 필터

l FUNCtion:ARBitrary:FREQuency -임의 파형의 주파수
FUNCtion:ARBitrary:PERiod -임의 파형의 주기

l FUNCtion:ARBitrary:POINts -현재 임의 파형의 포인트(샘플)수

l FUNCtion:ARBitrary:PTPeak -임의 파형의 피크 대 피크 전압

l FUNCtion:ARBitrary:SKEW - (IQ Player 옵션에 한함)듀얼 임의 파형 스큐의 상태(켜기/끄기)

l FUNCtion:ARBitrary:SKEW:TIME - (IQ Player 옵션에 한함)스큐 시간(초)

l FUNCtion:ARBitrary:SRATe -임의 파형의 샘플링 속도

l FUNCtion:ARBitrary:SYNChronize -두 파형 모두의 첫째 샘플에서 임의 파형을 동시에 재시작함

l FUNCtion:NOISe:BANDwidth - NOISe파형의 대역폭

l FUNCtion:PRBS:BRATe - PRBS(의사 임의 이진 시퀀스)의 비트 레이트

l FUNCtion:PRBS:DATA - PRBS의 시퀀스 유형

l FUNCtion:PRBS:TRANsition[:BOTH] - PRBS의 두 에지 모두에 대한 에지 전환 시간

l FUNCtion:PULSe:DCYCle -펄스의 펄스 듀티 사이클

l FUNCtion:PULSe:HOLD -다른 파라미터가 변화할 때 펄스 폭 또는 듀티 사이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l FUNCtion:PULSe:PERiod -펄스의 주기

l FUNCtion:PULSe:TRANsition:LEADing
FUNCtion:PULSe:TRANsition:TRAiling
FUNCtion:PULSe:TRANsition[:BOTH]) -펄스의 에지 시간

l FUNCtion:PULSe:WIDTh -펄스 폭

l FUNCtion:RAMP:SYMMetry -램프의 대칭 비율

l FUNCtion:SQUare:DCYCle -사각 파형의 듀티 사이클 비율

l FUNCtion:SQUare:PERiod -사각 파형의 주기

[SOURce[1|2]:]FUNCtion <function>
[SOURce[1|2]:]FUNCtion?

출력 기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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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SINusoid | SQUare | TRIangle | RAMP | PULSe | PRBS | NOISe | ARB |
DC}(기본값 SINusoid)

SIN, SQU, TRI, RAMP, PULS, PRBS, NOIS,
ARB또는 DC

채널 2의 출력을 사인으로 설정합니다.
SOUR2:FUNC SIN

l 선택한 파형(임의 파형 이외의 파형)은 이전에 선택한 주파수,진폭 및 오프셋 전압 설정을 사용하여 출력됩니다.임의
파형은 임의 파형 파일에 지정된 설정에 따라 재생됩니다.새 임의 파형은 현재 임의 파형 설정을 유지합니다.

l NOISe는 약 3.5의 파고율 및 조정 가능한 대역폭으로 화이트 가우스 노이즈를 생성합니다.

l PRBS는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사용자 선택 가능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 임의 노이즈를 생성합니다.

l ARB는 FUNCtion:ARBitrary에 의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임의 파형을 생성합니다.

l 기능 한계:최대 주파수를 현재 기능보다 낮은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파수가 새 기능의 최대값으로 조정됩니다.예
를 들어 고주파수 사인 파형을 램프 기능으로 변경하면 계측기에서 출력 주파수를 램프의 상한인 200kHz로 조정합니
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진폭 한계:최대 진폭을 현재 기능보다 낮은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진폭이 새 기능의 최대값으로 조정됩니다.다양한
출력 기능의 파고율 차이로 인해 출력 단위가 Vrms또는 dBm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5Vrms사각 파
형(50Ω으로 입력)을 사인 파형으로 변경하면 계측기에서 진폭을 3.536Vrms(Vrms단위의 사인 파형 상한)로 조정합
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SOURce[1|2]:]FUNCtion:ARBitrary {<filename>}
[SOURce[1|2]:]FUNCtion:ARBitrary?

MMEMory:LOAD:DATA[1|2]또는 DATA:ARBitrary를 사용하여 지정된 채널에 대해 이전에 휘발성 메모리로 로드한 임의
파형(.arb/barb)또는 시퀀스(.seq)를 선택합니다.휘발성 메모리에는 여러 파형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올바른 <filename>형식은 MMEMory:LOAD:DATA[1|2]를 참조하십
시오.

"INT:\MyArb103.arb"

채널 2의 메모리에서 임의 파형을 선택합니다.
FUNC:ARB "INT:\MyArb103.arb"

내장 드라이브에서 휘발성 메모리로 임의 파형을 로드합니다.그런 다음 파형을 선택하여 재생합니다.
MMEM:LOAD:DATA "INT:\BUILTIN\Sinc.arb"
FUNCtion:ARBitrary "INT:\BUILTIN\Sinc.arb"
FUNCtion ARB

l <filename>은 MMEMory:LOAD:DATA[1|2], DATA:ARBitrary, DATA:ARBitrary:DAC또는 DATA:SEQuence를 사용하
여 임의 파형이나 시퀀스를 휘발성 메모리로 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l 임의 파형 세그먼트 또는 시퀀스를 저장하면(MMEMory:STORe:DATA[1|2])계측기의 현재 설정(전압 값,샘플링 속도,
필터 유형 등)도 세그먼트 또는 시퀀스 파일에 저장됩니다. FUNCtion:ARBitrary를 사용하여 이 파일을 처음으로 재생
하면 이러한 설정이 로드되며 계측기의 현재 설정은 무시됩니다.세그먼트 또는 시퀀스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여 계
측기 설정이 제거된 경우에는 FUNCtion:ARBitrary를 실행해도 계측기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임의 파형 세그먼트 또는 시퀀스를 저장하면(MMEMory:STORe:DATA[1|2])계측기의 현재 설정(전압 값,샘플링 속도,
필터 유형 등)도 세그먼트 또는 시퀀스 파일에 저장됩니다. FUNCtion:ARBitrary를 사용하여 이 파일을 처음으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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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하위 시스템

하면 이러한 설정이 로드되며 계측기의 현재 설정은 무시됩니다.세그먼트 또는 시퀀스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여 계
측기 설정이 제거된 경우에는 FUNCtion:ARBitrary를 실행해도 계측기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SOURce[1|2]:]FUNCtion:ARBitrary:ADVance {TRIGger|SRATe}
[SOURce[1|2]:]FUNCtion:ARBitrary:ADVance?

지정한 채널에 대해 다음 임의 파형 데이터 포인트로 진행할 방법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TRIGger|SRATe}(기본값 TRIG) TRIG 또는 SRAT

트리거할 진행 방법을 설정합니다.
FUNC:ARB:ADV TRIG

l TRIGger를 사용하는 경우 각 트리거가 수신되면 계측기가 다음 데이터 포인트로 진행하며 TRIGger[1|2]:SOURce가
EXTernal로 강제 지정됩니다.

l SRATe를 사용하는 경우 계측기가 FUNCtion:ARBitrary:SRATe로 설정된 샘플링 속도에서 다음 데이터 포인트로 진행
합니다.

[SOURce[1|2]:]FUNCtion:ARBitrary:FILTer {NORMal|STEP|OFF}
[SOURce[1|2]:]FUNCtion:ARBitrary:FILTer?

임의 파형에 대한 필터 설정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NORMal|STEP|OFF}(기본값 STEP) NORMal, STEP또는 OFF

필터를 NORMal로 설정합니다.
FUNCtion:ARBitrary:FILTer NORM

l NORMal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평탄한 주파수 응답을 제공하는 필터로 데이터 포인트를 필터링합니다.따라서 신호는
효율적으로 평활해지지만 가파른 전환으로 인해 사전 슈트와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 STEP을 사용하는 경우 신호는 효율적으로 평활하게 만들면서 사전 슈트와 오버슈트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필터링합니다.그러나 이 설정은 NORMal설정에 비해 대역폭 범위가 좁습니다.

l OFF를 사용하는 경우 샘플링 속도에서 포인트 간을 단계별로 이동합니다.데이터 포인트 간을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
며 평활화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mode>가 OFF로 설정된 경우 계측기에서는 대역폭 제한이 임의 파형의 최대 샘플링
속도를 62.5MSa/s로 제한하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SOURce[1|2]:]FUNCtion:ARBitrary: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FREQuency? {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PERiod {<period>|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PERiod? {MINimum|MAXimum}

임의 파형의 주파수 또는 주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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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frequency> (Hz): 파형 포인트 수로 제한되며 기본값은 40kSa/s샘플링 속도를 기준
으로 합니다.

+1.000000000000000E+03

<period> (초):파형 포인트 수로 제한되며 기본값은 40kSa/s샘플링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000000000000000E-03

임의 파형 주파수를 1000Hz로 설정합니다.
FUNC:ARB:FREQ 1000

l FUNCtion:ARBitrary:FILTer OFF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 파형 샘플링 속도는 최대 샘플링 속도의 1/4로 제한됩니다.

l <frequency>의 범위는 1µHz ~최대 샘플링 속도(250MSa/s)/(8포인트)또는 31.25MHz입니다.주파수는 항상 필터
설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FUNCtion:ARBitrary:FILTer OFF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 파형 샘플링 속도는 62.5MSa/s또는
250MSa/s속도의 1/4로 제한됩니다.따라서 8포인트 파형에 대해 주파수도 7.8125MHz로 낮아집니다.

l 임의 파형 샘플링 속도 및 주파수는 비임의 주파수에만 적용되는 SOUR:FREQ에 커플링되지 않습니다.

l 임의 파형은 샘플링 속도로 지정된 속도로 재생됩니다.임의 파형의 주파수 또는 주기를 설정할 때 계측기에서 파형의
포인트 수와 새 주파수 또는 주기 설정에 따라 샘플링 속도를 변경합니다.새 주파수 또는 주기는 포인트 수 및 샘플링
속도 분해능 제한에 맞게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즉,커플링된 파라미터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인트 수와
새 샘플링 속도에서 주파수를 다시 계산합니다.이는 연산 분해능이 15자리이고 샘플링 속도도 15자리가 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l FUNCtion:ARBitrary:SRATe를 사용하여 샘플링 속도를 변경하거나 파형의 포인트 수를 변경하면 주파수 및 주기 설정
도 변경됩니다.

[SOURce[1|2]:]FUNCtion:ARBitrary:POINts?

현재 선택된 임의 파형에 포함된 포인트 수를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100000

채널 1의 현재 임의 파형 포인트 수를 반환합니다.
FUNC:ARB:POIN?

l 최대 포인트 수는 모델 및 옵션별 계측기 메모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SOURce[1|2]:]FUNCtion:ARBitrary:PTPeak {<voltage>|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PTPeak? [{MINimum|MAXimum}]

피크 대 피크 전압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50Ω으로 입력 시 10VDC,개방 회로로 입력 시 20VDC이며 기본값은 100mV입니다. +4.000000000000000E+00

피크 대 피크 전압을 4V로 설정합니다.
FUNC:ARBitrary:PTPea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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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진폭으로 인한 한계:아래 나와 있는 제한에 따라 전압 레벨을 양수 또는 음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Vpp는 선택
한 출력 터미네이션에 대한 최대 피크 대 피크 진폭(50Ω으로 입력 시 10Vpp,개방 회로로 입력 시 20Vpp)입니다.

     V
high

– V
low

≤ Vpp(max)및 V
high

, V
low

≤Vpp(max)/2

l 원격 및 전면 패널 작업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원격 인터페이스:원격 인터페이스에서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을 설정하면 적절한 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
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Data out of range"또는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
니다.하이 레벨을 로우 레벨보다 낮게 설정하면 계측기에서는 로우 레벨을 하이 레벨보다 1mV적게 설정합니다.
하이 레벨을 LOW한계 또는 계측기 출력 사양보다 낮게 설정하면 로우 레벨이 LOW한계 또는 계측기 출력 사양으
로 설정되고 하이 레벨은 로우 레벨보다 1mV크게 설정됩니다.로우 레벨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규칙
집합이 적용됩니다.

l 마찬가지로,원격 인터페이스에서 로우 레벨을 하이 레벨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측기에서 하이
레벨을 로우 레벨보다 1mV크게 설정합니다.로우 레벨을 상한 또는 계측기 출력 사양보다 높게 설정하면 하이 레
벨이 상한 또는 계측기 출력 사양으로 설정되고 로우 레벨은 하이 레벨보다 1mV작게 설정됩니다.

l 전면 패널:전면 패널에서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을 설정하면 적절한 레벨 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당 레벨 설
정이 잘릴 수 있으며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전면 패널에서는 하이 레벨을 로우 레벨보다 낮게 설
정할 수 없습니다.

l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설정할 때 파형의 진폭과 오프셋도 설정합니다.예를 들어 하이 레벨을 +2V로,로우 레벨을 -
3V로 설정하면 결과 진폭이 5Vpp(오프셋 -500mV)가 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변경하면 표시되는 전압 레벨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하이 레벨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진폭은 +200mVDC로 2배가 됩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
시되는 진폭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변경해도 계측기 출력 단자의 전압이 변경되지는 않습니
다.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값과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쿼리한 값만 변경됩니다.계측기 출력의 전압은 계측기에 연결된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

l VOLTage:LIMit:STATe명령으로 인한 한계:전압 한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레벨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레벨 설정을
지정된 한계(VOLTage:LIMit:HIGH, VOLTage:LIMit:LOW)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출력 레벨을 변경하는 경우 제한 설
정이 초과되면 레벨이 LIMit설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잘리고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커플링으로 인한 한계:두 채널을 커플링하려면 레벨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두 채널의 레벨 설정 한계를 확인합니
다.여기서 레벨을 변경하면 제한 설정 또는 두 채널 중 하나의 계측기 출력 사양을 초과하는 경우 레벨이 허용되는 최대
값 또는 최소값으로 잘리고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오프셋 전압을 기준으로 파형을 반전하려면 OUTPut[1|2]:POLarity를 사용하십시오.

[SOURce[1|2]:]FUNCtion:ARBitrary:SRATe {<sample_rate>|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SRATe? {MINimum|MAXimum}

임의 파형의 샘플링 속도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µSa/s ~ 250MSa/s(기본값 40kSa/s). FUNCtion:ARBitrary:FILTer가 OFF인 경우
62.5MSa/s로 제한됩니다.

+1.000000000000000E+04

샘플링 속도를 10kSa/s로 설정합니다.
FUNC:ARB:SRAT 1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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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임의 파형 세그먼트를 재생할 때는 샘플링 속도 및 주파수 파라미터가 커플링되지 않습니다.임의 파형 시퀀스에는 주
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 ARB모드가 아닐 때 샘플링 속도를 설정하면 주파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기능이 사인인 경우 샘플링
속도를 설정해도 기능이 ARB로 변경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l 최대 샘플링 속도는 임의 파형에 적용되는 필터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FUNCtion:ARBitrary:FILTer를 참조
하십시오.

[SOURce]:FUNCtion:ARBitrary:SYNChronize

두 독립 임의 파형이 각 파형의 첫째 포인트로 동기화되도록 합니다(두 채널 계측기에 한해 사용됨).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내부 Haversine파형을 채널 1로 로드하고 USB드라이브의 사용자 정의 임의 파형을 채널 2로 로드합니다.두 샘플링 속
도를 모두 100kSa/s로 설정한 다음 두 채널을 모두 각 파형의 첫째 포인트로 동기화합니다.

MMEM:LOAD:DATA "Int:\Builtin\HAVERSINE.arb"
FUNC:ARB "Int:\Builtin\HAVERSINE.ARB"
FUNC ARB
FUNC:ARB:SRATE 1E+05

MMEM:LOAD:DATA2 "USB:\MyFiles\TestDUT3.arb"
SOUR2:FUNC:ARB "USB:\MyFiles\TestDUT3.arb"
SOUR2:FUNC ARB
SOUR2:FUNC:ARB:SRAT 1E+05

FUNC:ARB:SYNC

l 이 명령은 채널이 어떤 샘플링 속도로 설정되어 있든 두 채널에서 모두 임의 파형을 중지했다가 재시작합니다.

l 두 임의 파형의 포인트 수가 같은 경우 이들 파형은 여러 번의 반복 동안 동기화 상태가 유지되고,그렇지 않으면 두 파형
은 시작 시에만 동기화된 다음 두 파형에 포함된 포인트 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반복 횟수 이후에 다시 동기화됩니다.예
를 들어 8포인트 파형과 10포인트 파형을 동기화하는 경우 이 두 파형은 40회, 80회, 120회 반복 후에 다시 동기화됩니
다.

l 이 기능은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연속 파형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l 또한 이 명령은 두 임의 파형 동기화 시 버스트,스위프 및 변조에서도 작동합니다.

[SOURce[1|2]:]FUNCtion:NOISe:BANDwidth {<bandwidth>| MINimum | MAXimum}
[SOURce[1|2]:]FUNCtion:NOISe:BANDwidth? [{MINimum | MAXimum}]

노이즈 기능의 대역폭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mHz ~계측기의 최대 주파수(기본값 100kHz) +6.00000000000000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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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대역폭을 20kHZ로 설정합니다.
FUNC:NOISe:BWIDth 20000

노이즈 기능은 파고율이 4.6인 화이트 가우스 노이즈를 생성합니다.

노이즈 대역폭을 연속적으로 조정하여 0Hz에서 지정한 노이즈 대역폭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범위에서 노이즈 에너지
를 더 배치할 수 있습니다.

[SOURce[1|2]:]FUNCtion:PRBS:BRATe {<bit_rate> | MINimum | MAXimum}
[SOURce[1|2]:]FUNCtion:PRBS:BRATe? {<bit_rate>| MINimum | MAXimum}

PRBS(의사 임의 이진 시퀀스)비트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mbit/s ~ 50Mbit/s(기본값 1000bit/s) +1.920000000000000E+04

비트 레이트를 초당 19,200비트로 설정합니다.
FUNC:PRBS:BRATe 19200

l 다항 PNx를 사용하는 PRBS파형은 x비트의 이동 레지스터에 의해 생성되며,출력 파형은 고출력의 x샘플 주기로 시작
됩니다.샘플링 주기는 샘플링 속도(FUNCtion:PRBS:BRATe)의 역수이며 채널의 동기 펄스는 파형 시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PRBS가 PN23(샘플링 속도 500Hz)을 사용하는 경우 출력은 고출력의 46ms(23 x 2ms)에서 시작됩니다.

l 비트 레이트는 데이터 시퀀스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OURce[1|2]:]FUNCtion:PRBS:DATA <sequence_type>
[SOURce[1|2]:]FUNCtion:PRBS:DATA?

PRBS(의사 임의 이진 시퀀스)유형을 설정합니다.시퀀스 유형을 설정하면 아래와 같이 길이와 피드백 값이 설정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PN7|PN9|PN11|PN15|PN20|PN23}
PN다음의 값은 비트 단위의 최대 이동 레지스터 길이에 해당합니다.
기본값은 PN7입니다.

PN7, PN9, PN11, PN15, PN20또는 PN23

데이터 형식을 PN23으로 설정합니다.
FUNC:PRBS:DATA PN23

l 동기 출력은 NOISe기능과 달리 PRBS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도 활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l 다항 PNx를 사용하는 PRBS파형은 x비트의 이동 레지스터에 의해 생성되며,출력 파형은 고출력의 x샘플 주기로 시작
됩니다.샘플링 주기는 샘플링 속도(FUNCtion:PRBS:BRATe)의 역수이며 채널의 동기 펄스는 파형 시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PRBS가 PN23(샘플링 속도 500Hz)을 사용하는 경우 출력은 고출력의 46ms(23 x 2ms)에서 시작됩니다.아
래에 다항식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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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유형 다항식 피드백 길이

PN7 x7+ x6+ 1 0x02000000 7

PN9 x9+ x5+ 1 0x04000000 9

PN11 x11+ x9+ 1 0x00400000 11

PN15 x15+ x14+ 1 0x00020000 15

PN20 x20+ x17+ 1 0x00004000 20

PN23 x23+ x18+ 1 0x00002000 23

[SOURce[1|2]:]FUNCtion:PRBS:TRANsition[:BOTH]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RBS:TRANsition[:BOTH]? [{MINimum|MAXimum}]

PRBS전환의 두 에지에서 모두 PRBS전환 에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8.4ns(기본값) ~ 1μsec이며 아래 설명과 같이 제한됩니다. +1.000000000000000E-08

선행 및 후행 에지의 에지 시간을 10ns로 설정합니다(두 개 방법).
FUNC:PRBS:TRAN 10 ns
FUNC:PRBS:TRAN .000000010

l 기본 "BOTH"키워드(옵션)를 사용하면 PRBS파형의 선행 및 후행 에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l 에지 시간은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에 모두 적용되며 각 에지의 10%임계값과 90%임계값 간 시간을 나타냅니다.

l 지정한 에지 시간은 지정된 주기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계측기에서 지정한 비트 레이트에 맞도록 에지
시간을 제한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SOURce[1|2]:]FUNCtion:PULSe:DCYCle {<percent>|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DCYCle? [{MINimum|MAXimum}]

펄스 듀티 사이클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 ~ 100(기본값 10)이며 아래 설명과 같이 제한됩니다. +5.000000000000000E+01

듀티 사이클을 50%로 설정합니다.
FUNC:PULS:DCYC 50

l FUNCtion:PULSe:DCYCle및 FUNCtion:PULSe:WIDTh명령은 같은 파라미터에 대해 실행됩니다.펄스 폭을 초 단위로
직접 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응용 프로그램도 있고,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응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펄스 폭을 최근에 전면 패널에서 듀티 사이클로 조정한 경우 주파수를 조정하면 주파수 또는 주기 변경 시 듀
티 사이클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그러나 펄스 폭을 마지막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주파수 또는 주기 변경 시 펄스 폭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FUNCtion:PULSe:HOLD를 참조하십시오.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217



FUNCtion 하위 시스템

l 펄스 듀티 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듀티 사이클 = 100 x펄스 폭 ÷주기

펄스 폭은 펄스 상승 에지의 50%임계값에서 다음 하강 시간의 50%임계값까지의 시간입니다.

l 펄스 듀티 사이클 범위는 0 ~ 100%입니다.그러나 펄스 듀티 사이클은 최소 펄스 폭 및 에지 시간 제한에 의해 제한되
므로 정확히 0%또는 100%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1kHz펄스 파형의 경우에는 펄스 듀티 사이클이 대개
0.002% ~ 99.998%범위로 제한됩니다(최소 펄스 폭 16ns로 제한됨).

l 펄스 폭 기준으로 제한:지정한 펄스 듀티 사이클은 최소 펄스 폭(Wmin)에 따라 결정되는 다음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계측기에서 지정한 주기에 맞도록 필요할 경우 펄스 듀티 사이클을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듀티 사이클 ≥ (Wmin/주기) X 100

및

듀티 사이클 ≤ (1 – Wmin/주기) X 100

여기서 Wmin = 20ns입니다.

l 에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에지 시간에 영향을 주는 제한:지정한 펄스 듀티 사이클이 에지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지정된 주기에 맞도록 에지 시간이 먼저 조정된 다음 듀티 사이클이 조정되어 다음 제한을 준수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듀티 사이클 ≥ [(0.8 x선행 에지 시간) + (0.8 x후행 에지 시간)]/주기 x 100

및

듀티 사이클 ≤ [1 – [(0.8 x선행 에지 시간) + (0.8 x후행 에지 시간) ]/주기] x 100

[SOURce[1|2]:]FUNCtion:PULSe:HOLD {WIDTh|DCYCle}
[SOURce[1|2]:]FUNCtion:PULSe:HOLD?

다른 파라미터가 변화할 때 펄스 파형 파라미터(펄스 폭 또는 듀티 사이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WIDTh|DCYCle}(기본값 WIDTh) WIDT또는 DCYC

계측기가 펄스 파형의 듀티 사이클을 유지하도록 설정합니다.
FUNC:PULS:HOLD DCYC

l WIDTh:계측기가 주기 변화 시 펄스 폭 설정(초 단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듀티 사이클 값을 설정하는 명령이 수
신되면 듀티 사이클이 해당하는 펄스 폭으로 변환됩니다.펄스 폭 변조(PWM)가 켜져 있으면 주기 변화 시 펄스 폭과 폭
편차가 유지됩니다.듀티 사이클 편차 명령은 폭 편차로 변환됩니다.

최소 폭 및 에지 시간 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선택한 에지 시간이나 펄스 폭 또는 두 항목이 모두 변경될 수 있습니다.

l DCYCle:계측기에서 주기 변화 시 펄스 듀티 사이클 설정(백분율 단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펄스 폭 값을 설정하
는 명령이 수신되면 해당하는 듀티 사이클로 폭이 변환됩니다.펄스 폭 변조(PWM)가 켜져 있으면 주기 변화 시 펄스 듀
티 사이클과 듀티 사이클 편차가 유지됩니다.폭 편차 명령은 듀티 사이클 편차 값으로 변환됩니다.

최소 폭 및 에지 시간 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선택한 에지 시간이나 듀티 사이클 또는 두 항목이 모두 변경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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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PULSe:HOLD명령은 주기 설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필요한 경우 새 주기 설정에 맞도록 펄
스 폭 또는 듀티 사이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OURce[1|2]:]FUNCtion:PULSe:PERiod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PERiod? [{MINimum|MAXimum}]

펄스 파형의 주기를 설정합니다.이 명령은 FREQuency명령과 쌍으로 사용됩니다.주파수와 주기는 같은 파라미터를 지정
하므로,마지막으로 실행된 명령이 다른 명령을 무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계측기 최대 주파수의 역수 ~최대 1,000,000s(기본값 1ms) +2.000000000000000E-07

주기를 500ms로 설정합니다.
FUNC:PULS:PER .5
or
FUNC:PULS:PER 500 ms

l 지정된 주기는 펄스 폭 및 에지 시간의 합보다 커야 합니다.계측기에서 지정한 주기에 맞도록 필요할 경우 에지 시간과
펄스 폭을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에지 시간을 먼저 최소화한
다음 아래와 같이 폭 또는 듀티 사이클을 조정합니다.

주기 ≥ [펄스 폭 + ((선행 에지 시간 +후행 에지 시간) * 0.625)]

l 이 명령은 펄스뿐 아니라 모든 파형 기능의 주기 및 주파수에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FUNCtion:PULSe:PERiod를 사용
하여 주기를 선택한 다음 출력 기능을 사인 파형으로 변경하면 지정된 주기가 새 기능에 사용됩니다.

l 기능 한계:최소 주기를 이 명령에 의해 설정되는 값을 초과하는 기능으로 변경하면 주기가 새 기능의 최소 펄스로 조정
됩니다.예를 들어 주기를 2µs로 설정하고 램프 기능으로 변경하면 계측기에서 주기를 5µs(램프의 최소값)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BOTH]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LEADing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LEADing? [{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TRAiling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TRAiling? [{MINimum|MAXimum}]

펄스의 선행 에지나 후행 에지 또는 두 에지 모두에서 펄스 에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8.4ns ~ 1µs(기본값 10ns)이며 아래 설명과 같이 제한됩니다. +1.000000000000000E-08

선행 에지 시간을 10ns로 설정합니다(두 개 방법).
FUNC:PULS:TRAN:LEADing 10 ns
FUNC:PULS:TRAN:LEADing .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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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선행 에지 시간은 상승 에지에 적용되며 에지의 10%임계값에서 90%임계값까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후행 에지는
90%임계값에서 10%임계값까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l 지정한 에지 시간은 지정된 펄스 폭 및 주기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측기에서 지정된 펄스 폭 또는 듀티 사이클에 맞
도록 에지 시간을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SOURce[1|2]:]FUNCtion:PULSe:WIDTh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WIDTh? [{MINimum|MAXimum}]

펄스 폭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6ns ~약 1,000,000s(기본값 100µs)이며 아래 설명과 같이 제한됩니다. +5.000000000000000E-03

펄스 폭을 5ms로 설정합니다(두 개 방법).
FUNC:PULS:WIDT 5 ms
FUNC:PULS:WIDT .005

l FUNCtion:PULSe:DCYCle및 FUNCtion:PULSe:WIDTh명령은 같은 파라미터에 대해 실행됩니다.펄스 폭을 초 단위로
직접 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응용 프로그램도 있고,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응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펄스 폭을 최근에 전면 패널에서 듀티 사이클로 조정한 경우 주파수를 조정하면 주파수 또는 주기 변경 시 듀
티 사이클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그러나 펄스 폭을 마지막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주파수 또는 주기 변경 시 펄스 폭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FUNCtion:PULSe:HOLD를 참조하십시오.

l 펄스 폭은 펄스 상승 에지의 50%임계값에서 다음 하강 시간의 50%임계값까지의 시간입니다.

l 지정한 펄스 폭은 아래 나온 것처럼 주기와 최소 펄스 폭 사이의 차이보다 작아야 합니다.계측기는 주기에 맞도록 필요
할 경우 펄스 에지 시간을 먼저 조정한 다음 펄스 폭을 제한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
가 발생합니다.

펄스 폭 ≤주기 – Wmin

l 또한 지정한 펄스 폭은 아래 나온 것처럼 주기와 에지 시간 사이의 차이보다 작아야 합니다.계측기는 주기에 맞도록 필
요할 경우 펄스 에지 시간을 먼저 조정한 다음 펄스 폭을 제한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
류가 발생합니다.

펄스 폭 ≤ [주기 - ((선행 에지 시간 +후행 에지 시간) * 0.625)]

l 또한 펄스 폭은 아래 나온 것처럼 한 에지의 총 시간보다 커야 합니다.

펄스 폭 ≥ [(선행 에지 시간 +후행 에지 시간) * 0.625]

[SOURce[1|2]:]FUNCtion:RAMP:SYMMetry {<percent>|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RAMP:SYMMetry? [{MINimum|MAXimum}]

램프 파형의 대칭 비율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 ~ 100(기본값 100) +5.000000000000000E+01

대칭을 50%로 설정합니다.
FUNC:RAMP:SYMM 50

l 대칭은 램프 파형이 상승할 때(파형 극성이 반전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의 사이클당 시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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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0% 대칭 100%

l 램프 파형의 경우 APPLy:RAMP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대칭 설정이 무시되고 100%가 선택됩니다.대칭을 100%가 아
닌 다른 비율로 설정하려면 FUNCtion RAMP명령을 사용하여 램프 파형 출력을 선택한 다음
FUNCtion:RAMP:SYMMetry를 사용하여 대칭을 설정합니다.

l 대칭 설정은 램프 파형에서 다른 기능으로 변경할 때 기억됩니다.램프 파형 기능으로 돌아오면 이전 대칭이 사용됩니
다.

l 램프가 AM, FM, PM또는 PWM용 변조 파형이면 대칭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측기에서 항상 대칭이 100%인 램
프 파형을 사용합니다.

[SOURce[1|2]:]FUNCtion:SQUare:DCYCle {<percent>|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SQUare:DCYCle? [{MINimum|MAXimum}]

사각 파형의 듀티 사이클 비율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01 ~ 99.99(기본값 50)이며 최소 펄스 폭인 16ns제한을 따릅니다. +5.000000000000000E+01

듀티 사이클을 30%로 설정합니다.
FUNC:SQU:DCYC 30

출력 주파수가 5MHz인 경우 듀티 사이클을 8%로 설정합니다.
FUNC:SQU:DCYCMIN

l 듀티 사이클은 사각 파형이 하이 레벨인(일반 극성 가정)사이클당 시간을 나타냅니다.

l 사각 파형의 경우 APPLy:SQUare를 실행하면 현재 듀티 사이클 설정이 50%로 바뀝니다.듀티 사이클을 50%가 아닌
다른 비율로 설정하려면 FUNCtion SQUare를 사용하여 사각 파형을 선택한 다음 FUNCtion:SQUare:DCYCle을 사용합
니다.

l 듀티 사이클 설정은 사각 파형에서 다른 기능으로 변경할 때 기억됩니다.사각 파형으로 돌아오면 이전 듀티 사이클이
사용됩니다.

l 주파수로 인한 한계: 주파수가 높아지면 최소 펄스 폭 16ns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및 최대 듀티 사이클 한계가 조정됩
니다.예를 들어 1MHz에서는 최소 듀티 사이클이 1.60%이고 최대 듀티 사이클이 98.40%입니다.하지만 10MHz에서
는 최소 듀티 사이클이 16.00%이고 최대 듀티 사이클이 84.00%입니다.

l 사각 파형을 AM, FM, PM또는 PWM용 변조 파형으로 선택하면 계측기에서는 항상 듀티 사이클이 50%인 사각 파형이
사용됩니다.

[SOURce[1|2]:]FUNCtion:SQUare:PERiod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SQUare:PERiod? [{MINimum|MAXimum}]

사각 파형의 주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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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33.3ns ~ 1,000,000s(기본값 1ms) +5.000000000000000E-01

주기를 500ms로 설정합니다(두 개 방법).
FUNC:SQUare:PER .5
FUNC:SQUare:PER 500 ms

l 기능 한계:최소 주기를 이 명령에 의해 설정되는 값을 초과하는 기능으로 변경하면 주기가 새 기능의 최소 펄스로 조정
됩니다.예를 들어 주기를 2µs로 설정하고 램프 기능으로 변경하면 계측기에서 주기를 5µs(램프의 최소값)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
류가 발생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에서는 IQ Player 옵션이 필요합니다 .

FUNCtion:ARBitrary:BALance[:STATe] <state>
FUNCtion:ARBitrary:BALance:[:STATe]?
이 명령을 사용하려면 IQ Player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

듀얼 임의 파형에 대한 채널 밸런싱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FUNCtion:ARBitrary:BALance:GAIN및
FUNCtion:ARBitrary:BALance:OFFSet).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USB드라이브에서 임의 파형을 로드하고 밸런스 게인(채널 2가 1.02%낮아짐)및 밸런스 오프셋(채널 1의 경우
120mV,채널 2의 경우 -38mV)을 설정합니다.

FUNC:ARB "USB:\qam32.barb"
FUNC:ARB:BAL:GAIN 1.02
FUNC:ARB:BAL:OFFS1 0.12
FUNC:ARB:BAL:OFFS2 -0.038
FUNC:ARB:BAL ON

l 이 기능을 사용하면 두 채널의 로드 임피던스에 포함된 경미한 변화 또는 원래 듀얼 임의 파형 파일에 포함된 두 정보 채

널 간의 경미한 차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l <state>가 켜져 있으면 두 채널이 같은 앰프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l 이 설정은 계측기 상태의 일부분으로 저장되며 *RST의 영향을 받습니다.

FUNCtion:ARBitrary:BALance:GAIN {<percent>|MAXimum|MINimum}
FUNCtion:ARBitrary:BALance:GAIN? {MAXimum|MINimum}
이 명령을 사용하려면 IQ Player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

듀얼 임의 파형의 게인 밸런스 비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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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30 ~ +30 +1.02000000E+000

USB드라이브에서 임의 파형을 로드하고 밸런스 게인(채널 2가 1.02%낮아짐)및 밸런스 오프셋(채널 1의 경우
120mV,채널 2의 경우 -38mV)을 설정합니다.

FUNC:ARB "USB:\qam32.barb"
FUNC:ARB:BAL:GAIN 1.02
FUNC:ARB:BAL:OFFS1 0.12
FUNC:ARB:BAL:OFFS2 -0.038
FUNC:ARB:BAL ON

l 두 채널은 같은 앰프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l 값이 0이면 두 채널이 모두 현재 진폭을 사용합니다.값이 양수이면 채널 2의 진폭이 낮아지고 채널 1의 진폭은 일정하
게 유지됩니다.반대로 값이 음수이면 채널 1의 진폭이 낮아지고 채널 2의 진폭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아래 표의 예제
를 참조하십시오.

l

<percent> 채널 1
진폭 %

채널 2
진폭 %

-20 80 100

-10 90 100

0 100 100

10 100 90

20 100 80

l 이 명령은 FUNCtion:ARBitrary:BALance ON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l 이 설정은 계측기 상태의 일부분으로 저장되며 *RST의 영향을 받습니다.

FUNCtion:ARBitrary:BALance:OFFSet[1|2] {<volts>|MAXimum|MINimum}
FUNCtion:ARBitrary:BALance:OFFSet[1|2]? {MAXimum|MINimum}
이 명령을 사용하려면 IQ Player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

지정한 채널에 대해 듀얼 임의 파형 오프셋에 추가되는 오프셋(볼트 단위)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듀얼 임의 파형 진폭으로 제한되는 부동소수 값입니다. +1.00000000E+000

USB드라이브에서 임의 파형을 로드하고 밸런스 게인(채널 2가 1.02%낮아짐)및 밸런스 오프셋(채널 1의 경우
120mV,채널 2의 경우 -38mV)을 설정합니다.

FUNC:ARB "USB:\qam32.barb"
FUNC:ARB:BAL:GAIN 1.02
FUNC:ARB:BAL:OFFS1 0.12
FUNC:ARB:BAL:OFFS2 -0.038
FUNC:ARB:BA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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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두 채널은 같은 앰프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l 이 명령은 FUNCtion:ARBitrary:BALance ON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l 이 설정은 계측기 상태의 일부분으로 저장되며 *RST의 영향을 받습니다.

FUNCtion:ARBitrary:SKEW[:STATe] <state>
FUNCtion:ARBitrary:SKEW[:STATe]?
이 명령을 사용하려면 IQ Player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

스큐 시간 보상(FUNCtion:ARBitrary:SKEW:TIME)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변조된 신호,스위프,목록 및 버스트
에 대해서는 항상 OFF입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채널 1에 대해 보상할 스큐 시간을 채널 2보다 140피코초 뒤로 설정합니다.
FUNCtion:ARBitrary:SKEW:TIME 1.4e-10
FUNCtion:ARBitrary:SKEW ON

l 스큐 보상은 보통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결정된 다음 한 번만 설정됩니다.이와 같은 1회 설정은 DUT또
는 테스트 장비 구성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l 이 명령으로 지정되는 값은 계측기 상태에 저장되지 않고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며 *RST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FUNCtion:ARBitrary:SKEW:TIME [{<time>|MINimum|MAXimum}]
FUNCtion:ARBitrary:SKEW:TIME? [{MINimum|MAXimum}]
이 명령을 사용하려면 IQ Player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

채널 간에 작은 시간 차이를 설정하여 커넥터 출력 플레인 또는 테스트 대상 장치(DUT)에서 타이밍의 경미한 변화를 보상
합니다.변조된 신호,스위프,목록 및 버스트의 경우에는 FUNC:ARB:SKEW[:STATe] OFF가 사용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4ns범위의 부동소수 값으로,기본값은 0입니다. +1.40000000E-010

채널 1에 대해 보상할 스큐 시간을 채널 2보다 140피코초 뒤로 설정합니다.
FUNCtion:ARBitrary:SKEW:TIME 1.4e-10
FUNCtion:ARBitrary:SKEW ON

l 두 채널 간의 내부 회로 변화로 인해 출력 커넥터 플레인에서 채널의 타이밍이 약간 변화할 수 있습니다.스위치,케이블
길이 등을 비롯한 신호 경로의 변화로 인해 테스트 대상 장치(DUT)에서 채널의 타이밍이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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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값이 양수이면 채널 2가 지연되고 음수이면 채널 1이 지연됩니다.

l 이 명령으로 지정되는 값은 계측기 상태에 저장되지 않고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며 *RST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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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OPy 하위 시스템
HCOPy하위 시스템에서는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의 화면 이미지("스크린샷")를 생성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캡처하여 BMP형식으로 반환합니다.

HCOP:SDUM:DATA:FORM BMP

HCOP:SDUM:DATA?

HCOPy:SDUMp:DATA?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이미지("스크린샷")를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이미지가 포함된 한정된 길이의 이진 블록)

한정된 길이의 블록 데이터를 사용하면 모든 유형의 장치별 데이터를 8비트 이진 데이터 바이트 시리즈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나 8비트 확장 ASCII코드를 전송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캡처하여 반환합니다.
HCOP:SDUM:DATA?

l 이미지 형식(PNG또는 BMP)은 HCOPy:SDUMp:DATA:FORMat으로 지정됩니다.

HCOPy:SDUMp:DATA:FORMat {PNG|BMP}
HCOPy:SDUMp:DATA:FORMat?

HCOPy:SDUMp:DATA?로 반환하는 이미지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PNG|BMP}(기본값 PNG) PNG또는 BMP

디스플레이 이미지 형식을 BMP로 설정합니다.
HCOP:SDUM:DATA:FORM 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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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488 공통 명령어
이 하위 시스템에는 IEEE-488표준과 관련된 명령 및 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LS -상태 삭제

*ESE/*ESE? -이벤트 상태 활성화

*ESR? -이벤트 상태 레지스터 쿼리

*IDN? -계측기 식별

*OPC -작동 완료 비트 설정

*OPC? -현재 작업 완료 대기

*OPT? -설치된 옵션 표시

*PSC/*PSC? -전원 켜기 상태 삭제

*RCL/*SAV -계측기 상태 호출/저장

*RST -출고 시 기본값으로 계측기 재설정

*SRE/*SRE? -서비스 요청 활성화(상태 바이트 레지스터 그룹의 활성화 레지스터에서 비트 활성화)

*STB? -상태 바이트 읽기

*TRG -명령 트리거

*TST? -자가 테스트

*WAI -보류 중인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

레지스터

일부 IEEE-488명령은 계측기의 다양한 레지스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아래에서는 이러한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준 이벤트 레지스터

아래 표에서는 표준 이벤트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트

번호

비트

이름

10진
수 값

정의

0 작동

완료

1 *OPC이전(*OPC도 포함)의 모든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1 (미사
용)

2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2 쿼리

오류

4 계측기가 출력 버퍼를 읽으려고 했지만 버퍼가 비어 있었습니다.또는 이전 쿼리를 읽기 전에
새 명령줄이 수신되었거나,입력 및 출력 버퍼가 모두 가득 찼습니다.

3 장치

별 오

류

8 자가 테스트 오류,교정 오류 또는 기타 장치별 오류를 포함한 장치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오
류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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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번호

비트

이름

10진
수 값

정의

4 실행

오류

16 실행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오류 메시지

5 명령 32 명령 구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오류 메시지

6 (미사
용)

64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7 전원

켜짐

128 이벤트 레지스터를 마지막으로 읽거나 삭제한 이후 전원을 껐다가 켰습니다.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

아래 표에서는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트

번호

비트 이름 10진
수 값

정의

0 (미사용) 1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1 (미사용) 2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2 오류 대기

열

4 오류 대기열에서 오류가 하나 이상 발생했습니다. SYSTem:ERRor?를 사용하여 오류를
확인 및 삭제합니다.

3 문제성 데

이터 요약

8 문제성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비트가 하나 이상 설정되었으며 비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STATus:QUEStionable:ENABle을 참조하십시오.

4 메시지 가

능

16 계측기 출력 버퍼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표준 이벤

트 요약

32 표준 이벤트 레지스터에서 비트가 하나 이상 설정되었으며 비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ESE를 참조하십시오.

6 마스터 요

약

64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에서 비트가 하나 이상 설정되었으며 서비스 요청(RQS)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SRE를 사용하여 비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7 작동 레지

스터

128 작동 상태 레지스터에서 비트가 하나 이상 설정되었습니다. STATus:OPERation:ENABle
을 사용하여 비트를 활성화합니다.

*CLS

상태 삭제 명령입니다.모든 레지스터 그룹에서 이벤트 레지스터를 삭제하고,오류 대기열도 삭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이벤트 레지스터 비트 및 오류 대기열을 삭제합니다.
*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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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 <enable_value>
*ESE?

이벤트 상태 활성화 명령 및 쿼리입니다.표준 이벤트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활성화 레지스터의 비트를 활성화합니다.그러
면 선택한 비트가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의 비트 5로 보고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레지스터에 있는 비트의 10진수 합(아래 표 참조)으로,기본값은 0입니다.예를 들어 비트 2(값 4),비
트 3(값 8)및 비트 7(값 128)을 활성화하려는 경우의 10진수 합은 140(4+8+128)이 됩니다.기본값
은 0입니다.

+48

활성화 레지스터에서 비트 4(값 16)및 비트 5(값 32)를 활성화합니다.
*ESE 48

l 전원을 켤 때 표준 이벤트 활성화 레지스터가 삭제되는지 여부를 제어하려면 *PSC를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PSC 0은
전원을 껐다가 켤 때 활성화 레지스터의 내용을 유지합니다.

l *CLS는 활성화 레지스터는 삭제하지 않고 이벤트 레지스터를 삭제합니다.

*ESR?

표준 이벤트 상태 레지스터 쿼리입니다.표준 이벤트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이벤트 레지스터를 쿼리합니다.레지스터는 읽
기 전용이며 비트는 읽을 때 지워지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24

이벤트 레지스터를 읽습니다(비트 3및 4가 설정됨).
*ESR

l 활성화 레지스터를 통해 임의의 조건 또는 모든 조건을 표준 이벤트 요약 비트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활성화 레지스터
마스크를 설정하려면 *ESE를 사용하여 레지스터에 10진수 값을 입력합니다.

l 설정된 비트는 이 쿼리 또는 *CLS를 통해 지워질 때까지 설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IDN?

식별 쿼리입니다.계측기 식별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Agilent Technologies,33522B,XXXXXXXXXX,0.179-1.19-8.88-52-00

계측기 식별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IDN?

l 식별 문자열에는 다음과 같은 쉼표로 구분된 4개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 제조사 이름

l 모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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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련 번호

l 리비전 코드

l 식별 문자열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gilent Technologies,[Model Number],[10-char Serial Number],A.aaa-B.bb-C.cc-DD-EE

A.aaa =펌웨어 리비전
B.bb =전면 패널 FW리비전
C.cc =전원 공급기 컨트롤러 FW리비전
DD = FPGA리비전
EE = PCBA리비전

*OPC

현재 작업이 완료되면 표준 이벤트 레지스터에서 "작동 완료"(비트 0)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작동 완료 비트를 설정합니다.
*OPC

l 이 명령은 응용 프로그램을 계측기와 동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l 트리거된 스위프,트리거된 버스트,목록 또는 임의 파형 시퀀스 모드에서 *TRG또는 INITiate[:IMMediate]완료 시 컴
퓨터를 폴링하거나 중단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l 작동 완료 비트를 설정하기 전에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l *OPC와 *OPC?의 차이점은 *OPC?의 경우 현재 작업이 완료되면 출력 버퍼로 "1"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OPC?

보류 중인 모든 명령이 완료된 후 출력 버퍼로 1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1

이전 명령이 모두 완료되면 1을 반환합니다.
*OPC?

l 이 명령은 응용 프로그램을 계측기와 동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l 이 명령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l *OPC와 *OPC?의 차이점은 *OPC?의 경우 현재 작업이 완료되면 출력 버퍼로 "1"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OPT?

설치된 옵션을 식별하는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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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0,MEM,SEC,IQP"

설치된 옵션(예:표준 타임베이스,확장 메모리,보안, IQ Player)을 반환합니다.
*OPT?

*PSC {0|1}
*PSC?

전원 켜기 상태 삭제.전원을 켤 때 두 특정 레지스터 삭제를 활성화(1)또는 비활성화(0)합니다.

l 표준 이벤트 활성화 레지스터(*ESE)

l 상태 바이트 상황 레지스터(*SRE)

l 문제성 데이터 레지스터

l 표준 작동 레지스터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1}(기본값 1) 0또는 1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전원 켜기 삭제를 비활성화합니다.
*PSC 0

*RCL {0|1|2|3|4}
*SAV {0|1|2|3|4}

지정된 비휘발성 위치에서 계측기 상태를 호출(*RCL)또는 저장(*SAV)합니다.해당 위치에서 이전에 저장된 상태를 덮어
쓰기 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1|2|3|4} (없음)

위치 1에서 상태를 호출합니다.
*RCL 1

l 계측기에는 계측기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다섯 개의 비휘발성 저장소 위치가 있습니다.위치 0에는 계측기 전원 차단
상태가 저장됩니다.다른 상태를 저장하려면 위치 1, 2, 3, 4를 사용합니다.전원이 다시 켜지면 전원 차단 상태를 호출
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MEM:STAT:REC:AUTO).

l 상태 저장에서는 선택한 기능(임의 파형 포함),주파수,진폭, DC오프셋,듀티 사이클,대칭 및 사용 중인 변조 파라미
터가 "기억"됩니다.또한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상태(DISP)도 기억됩니다.

l 출고 시 위치 1 ~ 4는 비어 있고 위치 0은 전원 켜기 상태입니다.

l 원격 인터페이스에서만 저장 위치 0을 사용하여 다섯째 계측기 상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전면 패널에서는 이 위치에 저
장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전원을 껐다가 켜면 위치 0은 덮어쓰기 됩니다.

l 위치 0 ~ 4에 각각 사용자 정의 이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l 메모리에 저장된 상태는 *RST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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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계측기 상태를 저장한 후에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임의 파형을 삭제하면 파형 데이터가 유실되며 상태를 호출해도 계측

기가 해당 파형을 출력하지 않고 내장된 "지수 상승"을 대신 출력합니다.

l 전면 패널에서 상태 저장을 위해 MMEMory하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RST

MEMory:STATe:RECall:AUTO설정에 관계없이 계측기를 출고 시 기본 상태로 재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계측기를 재설정합니다.
*RST

l 저장된 계측기 상태,저장된 임의 파형 또는 I/O설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러한 항목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
장됩니다.

l 진행 중인 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중단합니다.

*SRE <enable_value>
*SRE?

서비스 요청 활성화입니다.이 명령은 표준 바이트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활성화 레지스터의 비트를 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레지스터에 있는 비트의 10진수 합(아래 표 참조)으로,기본값은 0입니다.예를 들어 비트 2(값 4),비트 3
(값 8)및 비트 7(값 128)을 활성화하려는 경우의 10진수 합은 140(4+8+128)이 됩니다.기본값은 0입니
다.

+24

활성화 레지스터에서 비트 3및 4를 활성화합니다.
*SRE 24

l 특정 비트를 활성화하려면 레지스터에서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계에 해당하는 10진수 값을 지정합니다.선택한 비트
는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의 "마스터 요약"비트(비트 6)에 요약됩니다.선택한 비트가 0에서 1로 변경되면 계측기는 서
비스 요청 신호를 생성합니다.

l *CLS는 이벤트 레지스터를 삭제하고 활성화 레지스터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l *PSC(전원 켜기 상태 삭제)는 전원을 켤 때 상태 바이트 활성화 레지스터를 삭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예를 들어
*PSC 0은 전원을 껐다가 켤 때 활성화 레지스터의 내용을 유지합니다.

l 상태 바이트 활성화 레지스터는 *RST에 의해 삭제되지 않습니다.

*STB?

읽기 상태 바이트 쿼리입니다.이 명령은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 그룹에 대한 상황 레지스터를 쿼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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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40

상황 레지스터를 읽습니다(비트 3및 5가 설정됨).
*STB?

l 직렬 폴과 비슷하지만 다른 계측기 명령과 같이 처리됩니다.레지스터는 읽기 전용이며 비트는 읽을 때 지워지지 않습
니다.

l 직렬 폴과 같은 결과를 반환하지만 "마스터 요약"비트(비트 6)는 *STB?를 통해 삭제되지 않습니다.

l 전원을 껐다가 켜거나 *RST를 실행하면 상황 레지스터의 모든 비트가 삭제됩니다.

l 레지스터에 설정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에 해당하는 10진수 값을 반환합니다.예를 들어 비트 3(값 8)및 비트 5
(값 32)가 설정되어 있고 해당하는 비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쿼리는 +40을 반환합니다.

*TRG

트리거 명령입니다.버스(소프트웨어)트리거 소스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경우(TRIGger[1|2]:SOURce BUS)원격 인터페
이스에서 스위프,버스트,임의 파형 진행 또는 LIST진행을 트리거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버스트를 개시하는 즉시 트리거를 전송합니다.
BURS:STAT ON
BURS:MODE TRIG
TRIG:SOUR BUS
*TRG

*TST?

자가 테스트 쿼리입니다.전체 계측기 자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테스트가 실패하면 하나 이상의 오류 메시지에서 추가 정
보가 제공됩니다.오류 대기열을 확인하려면 SYSTem:ERRor?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0(통과)또는 +1(테스트 하나 이상 실패)

자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TST?

l 계측기를 켜면 전원 켜기 자가 테스트가 수행됩니다.이 제한적인 테스트로 계측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l 전체 자가 테스트(*TST?)는 약 15초가 소요됩니다.모든 테스트가 통과되면 계측기의 정상 작동 신뢰도가 높은 것입니
다.

l *TST를 통과하면 전면 패널에 "Self-Test Passed"가 표시됩니다.그렇지 않으면 "Self-Test Failed"와 오류 번호가 표시
됩니다.지원을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위해 계측기를 반송하는 지침은 서비스 및 수리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WAI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가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보류 중인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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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보류 중인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W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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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e 하위 시스템

INITiate 하위 시스템
INITiate하위 시스템에서는 계측기가 "유휴"상태에서 "트리거 대기"상태로 이동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이 작업은 한 번
에 한 채널씩 수행할 수도 있고 "ALL"키워드를 사용하여 두 채널 모두에 대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이 프로그램은 INITiate[1|2][:IMMediate]를 TRIGger[1|2]:SOURce및 TRIGger[1|2]:COUNt와 함께 사용합니다.
TRIG:SOUR EXT명령은 외부 트리거링용으로 채널을 구성하고 TRIG:COUNT는 트리거 카운트를 10으로 설정합니다.
INITiate명령은 계측기를 "트리거 대기"상태로 설정합니다.후면 패널 Ext Trig라인에 펄스가 적용되면(기본적으로 하
이)트리거가 발생합니다.트리거 카운트가 10회에 도달하면 채널이 유휴 상태로 돌아갑니다.그러면 INIT명령을 다시 실
행하여 외부 트리거 입력 라인에서 트리거 적용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INIT:CONT OFF

TRIG:SOUR EXT

TRIG:COUNT 10

INIT

INITiate[1|2]:CONTinuous {ON|1|OFF|0}
INITiate[1|2]:CONTinuous?

INITiate:CONTinuous:ALL {ON|1|OFF|0}

채널 하나 또는 두 채널 모두(ALL)에 대해 트리거 시스템이 항상 "트리거 대기"상태로 돌아가는지(ON)아니면
INITiate:IMMediate를 실행할 때까지 트리거를 무시하고 "유휴"상태로 유지되는지(OFF)를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N) 0 (OFF) or 1 (ON)

두 채널을 모두 연속 트리거용으로 구성합니다.
INIT:CONT:ALL ON

l 채널은 트리거되고 나면 트리거 대기 상태로 유지되며 "작업 진행 중"상태(예:버스트 진행 중 또는 스위프 진행 중)로
설정됩니다.작업 진행 중 상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트리거가 무시됩니다.즉,트리거가
TRIGger[1|2]:COUNt로 지정되는 트리거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INITiate[1|2][:IMMediate]

INITiate[:IMMediate]:ALL

TRIGger[1|2]:COUNt로 지정된 수의 트리거에 대해 두 채널 모두(ALL)의 트리거링 시스템 상태를 "유휴"에서 "트리거 대
기"로 변경합니다.

l 채널은 트리거되고 나면 트리거 대기 상태로 유지되며 "작업 진행 중"상태(예:버스트 진행 중 또는 스위프 진행 중)로
설정됩니다.작업 진행 중 상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트리거가 무시됩니다.즉,트리거가
TRIGger[1|2]:COUNt로 지정되는 트리거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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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두 채널을 모두 트리거 대기 상태로 변경합니다.
INIT:IMM:ALL

l 트리거 시스템은 INITiate[:IMMediate]를 통해 준비됩니다.트리거 카운트가 충족되면 트리거 시스템은 유휴 상태로
돌아가며 이후의 트리거는 무시됩니다.트리거된 기능은 트리거 카운트가 도달된 상태로 유지됩니다.또 한 번의
INITiate[:IMMediate]를 통해 트리거 시스템을 다시 실행하면 추가 트리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 계측기를 유휴 상태로 되돌리려면 ABORt를 사용합니다.

l 지정한 채널의 INIT:CONT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INITiate[1|2]:IMMediate및 INIT[:IMMediate]:ALL은 트리거 시스
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류 -213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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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하위 시스템

LIST 하위 시스템
계측기에서 출력되는 주파수 목록을 구성합니다.이렇게 하면 주파수를 미리 결정된 주파수 목록으로 보다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부 트리거,내부 트리거 또는 BUS트리거를 통해 주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목록은 FREQuency:MODE
LIST를 통해 개시됩니다.

LIST:DWELl -목록의 각 주파수가 생성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LIST:FREQuency -최대 128개의 주파수를 목록으로 지정합니다. MMEMory:LOAD:LIST[1|2]및 MMEMory:STORe:LIST
를 사용하여 주파수를 파일에서 읽거나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LIST:FREQuency:POINts? -주파수 목록의 포인트 수를 반환합니다.

LIST프로그래밍 예제는 주파수 목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SOURce[1|2]:]LIST:DWELl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LIST:DWELl? [{MINimum|MAXimum}]

주파수 목록의 각 주파수가 생성되는 시간인 드웰 시간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µs ~ 1000s(기본값 1s) +1.200000000000000E+01

채널 1의 드웰 시간을 12s로 설정합니다.
LIST:DWEL 12

l TRIGger[1|2]:SOURce가 IMMediate이면 계측기에서 지정된 드웰 시간 동안 주파수 목록의 각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SOURce[1|2]:]LIST:FREQuency <freq1>[, <freq2>, etc.]
[SOURce[1|2]:]LIST:FREQuency?

주파수 목록의 주파수 값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각각 1μHz ~최대 계측기 주파수(삼각 및 램프의 경우 최대 200kHz)범위
의 주파수 1개 ~ 128개가 포함된 목록입니다.기본 목록은 100Hz, 1000Hz
및 550Hz입니다.

2.17800000E+006,
3.14000000E+003,
6.28318000E+006

채널 1주파수 목록을 세 개 주파수 값으로 설정합니다.
LIST:FREQ 2.718E6, 3.14E3, 6.28318E6

l 명령을 실행하면 이전 목록을 새 목록으로 덮어씁니다.

[SOURce[1|2]:]LIST:FREQuency:POINts? [{MINimum|MAXimum}]

현재 주파수 목록의 주파수 수를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MINimum|MAXimum}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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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채널 1주파수 목록의 항목 수를 반환합니다.
LIST:FREQ:POIN?

l 기본값은 세 개 주파수가 포함된 목록으로,해당 주파수는 100Hz, 1000Hz및 550Hz입니다.

l MINimum은 1이고 MAXimum은 1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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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I 하위 시스템

LXI 하위 시스템
LXI하위 시스템에서는 LXI(LAN eXtensions for Instrumentation)기능을 지원합니다.

LXI:IDENtify[:STATE] {ON|1|OFF|0}
LXI:IDENtify[:STATE]?

디스플레이에서 LXI식별 표시등을 켜거나 끕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 0 (OFF) or 1 (ON)

LXI식별 표시등을 켭니다.
LXI:IDEN ON

l LXI식별 표시등을 통해 LAN주소와 연결된 장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l *RST를 실행하면 LXI식별 표시등이 꺼집니다.

l LOCAL키를 누르면 LXI식별 표시등이 꺼집니다.

LXI:MDNS:ENABle {ON|1|OFF|0}
LXI:MDNS:ENABle?

mDNS(Multicast Domain Name System)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N) 0 (OFF) or 1 (ON)

mDNS를 켭니다.
LXI:MDSN:ENAB ON

l SYSTem:SECurity:IMMediate또는 *RST를 실행하거나 전원을 켜거나 LAN을 재설정하면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LXI:MDNS:HNAMe[:RESolved]?

확인된 고유 mDNS호스트 이름을 <mDNS Hostname>-N형식으로 반환합니다.N은 이름을 고유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
한 경우 추가되는 정수입니다.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정수를 포함하기 위해 이름이 잘릴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A-335xxx-00107".여기서 xxx는 모델 번호의 마지막 세 자이고 00107은 일련 번호의 마지막 다섯
자리입니다.

확인된 mDNS호스트 이름을 반환합니다.
LXI:MDNS:HNAMe: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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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I 하위 시스템

LXI:MDNS:SNAMe:DESired <name>
LXI:MDNS:SNAMe:DESired?

원하는 mDNS서비스 이름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따옴표로 묶인 최대 63자의 문자열로,기본값은 애
질런트 <Model_Name>임의 파형 발생기 -
<Serial_Number>"입니다.

"Agilent 335xxx Arbitrary Waveform Generator - 99999".여기
서 xxx는 모델 번호의 마지막 세 자이고 99999는 일련 번호의 마
지막 다섯 자리입니다.

mDNS서비스 이름을 "Waveform Generator"로 설정합니다.
LXI:MDNS:SNAM:DES "Waveform Generator"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설정은 SYSTem:SECurity:IMMediate실행 후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LXI:MDNS:SNAMe[:RESolved]?

확인된 고유 mDNS서비스 이름을 <DesiredmDNS Service Name>(N)형식으로 반환합니다.N은 이름을 고유하게 만들
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되는 정수입니다.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정수를 포함하기 위해 이름이 잘릴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Agilent 335xxx Arbitrary Waveform Generator - 00309".여기서 xxx는 모델 번호의 마지막 세 자이
고 00309는 일련 번호의 마지막 다섯 자리입니다.

확인된 mDNS서비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LXI:MDNS:SNAMe:RESolved?

l 확인된 mDNS서비스 이름을 원하는 서비스 이름(LXI:MDNS:SNAMe:DESired)으로 할 수 있으며 이름을 고유하게 만
드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N)"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LXI:RESet

DHCP를 시작하여 LAN설정을 알려진 작동 상태로 재설정합니다. DHCP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AutoIP를 사용합니다.또한
WebUI암호가 설정된 경우 삭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LAN설정을 재설정합니다.
LXI:RES

l 네트워크에 따라 이 명령을 전송한 후 LAN인터페이스가 재시작되는 데 몇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l LAN인터페이스 또는 특정 LAN서비스(VXI-11,소켓 등)가 SYSTem:COMMunicate:ENABle에 의해 비활성화된 경우
에는 해당 인터페이스나 서비스를 별도로 다시 활성화한 다음 계측기 전원을 껐다가 켜야 LAN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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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I 하위 시스템

LXI:RESTart

SYSTem:COMM:LAN명령으로 지정된 현재 설정을 사용하여 LAN을 재시작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LAN 인터페이스를 재시작합니다.
LXI:REST

l 네트워크에 따라 이 명령을 전송한 후 LAN인터페이스가 재시작되는 데 몇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l LAN인터페이스 또는 특정 LAN서비스(VXI-11,소켓 등)가 SYSTem:COMMunicate:ENABle에 의해 비활성화된 경우
에는 해당 인터페이스나 서비스를 별도로 다시 활성화한 다음 계측기 전원을 껐다가 켜야 LAN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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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 하위 시스템

MARKer 하위 시스템
MARKer하위 시스템에서는 임의 파형,스위프 또는 버스트 내에서 전면 패널 동기 신호가 로우로 이동하는 점을 구성합니
다.

명령 및 쿼리

l MARKer:CYCle -동기 신호가 로우로 이동하는 버스트의 사이클

l MARKer:FREQuency -동기 신호가 로우로 이동하는 주파수

l MARKer:POINt -임의 파형에서 동기 신호가 로우로 이동하는 점

이러한 각 명령을 실행하면 동기/마커가 버스트,스위프 또는 임의 파형 시작 시에 하이로 전환됩니다
(OUTPut:SYNC:POLarity를 사용하면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SOURce[1|2]:]MARKer:CYCLe {<cycle_num>|MINimum|MAXimum}
[SOURce[1|2]:]MARKer:CYCLe? [{MINimum|MAXimum}]

버스트 모드 작업에서 전면 패널 동기 신호가 로우로 이동하는 마커 사이클 번호를 설정합니다. OUTPut:SYNC:POLarity를
사용하면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2 ~버스트의 사이클 수+1(NCYCles+1)에 해당하는 정수(기본값 2) +2.000000000000000E+03

마커 사이클을 2000으로 설정합니다.
MARK:CYCL 2000

l 버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OUTP:SYNC:MODE가 MARKer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l 버스트를 활성화하는 경우 마커 사이클이 버스트의 사이클 수+1보다 작아야 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 값으로 마커 사
이클을 설정하면 마커 사이클이 버스트 중간값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
오류가 발생합니다.

[SOURce[1|2]:]MARKer: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MARKer:FREQuency? [{MINimum|MAXimum}]

스위프 중에 전면 패널 동기 신호가 로우로 이동하는 마커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OUTPut:SYNC:POLarity를 사용하면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시작 주파수와 정지 주파수 사이의 주파수(기본값 500Hz) +2.000000000000000E+03

마커 주파수를 2kHz로 설정합니다.
MARK:FREQ 2000

l 버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OUTP:SYNC:MODE가 MARKer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l 스위프를 활성화한 경우 마커 주파수는 시작 주파수와 정지 주파수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 값으로 마
커 사이클을 설정하면 마커 주파수가 시작 주파수 또는 주파수 중 가까운 값으로 설정됩니다.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
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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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 하위 시스템

[SOURce[1|2]:]MARKer:POINt {<sample_number>|MINimum|MAXimum}
[SOURce[1|2]:]MARKer:POINt? [{MINimum|MAXimum}]

활성 임의 파형 내에서 전면 패널 동기 신호가 로우로 이동하는 샘플 번호를 설정합니다. OUTPut:SYNC:POLarity를 사용하
면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4 ~파형의 샘플 번호-3에 해당하는 정수(기본값은 임의 파형의 중간점) +1.000000000000000E+01

마커 점을 파형의 10째 샘플로 설정합니다.
MARK:POIN 10

l 이 명령은 시퀀스가 아닌 현재 활성 상태인 임의 파형(FUNCtion:ARBitrary)에서만 마커 점을 설정합니다.

l 명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유효합니다.

l OUTPut:SYNC:MODE가 MARK로, FUNC가 ARB로, FREQuency:MODE가 CW로 설정된 경우

l OUTPut:SYNC:MODE가 CARR로, FUNC가 ARB로, BURSt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l OUTPut:SYNC:MODE가 CARR로, FUNC가 ARB로, FREQuency:MODE가 SWEEP로 설정된 경우

l OUTPut:SYNC:MODE가 MARK로 설정되고 내부 변조가 활성 상태이며 FUNCtion이 ARB로 설정되거나 변조 파형의
내부 기능이 ARB로 설정된 경우

l OUTPut:SYNC:MODE가 MARK로 설정되고 외부 변조가 활성 상태이며 FUNCtion이 ARB로 설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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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하위 시스템
MEMory하위 시스템에서는 비휘발성 저장 위치 0 ~ 4번에서 계측기 상태를 저장(*SAV)및 호출(*RCL)합니다.

예제

MEM:STAT:DEL 3

*SAV 3

MEM:STAT:VAL? 3

MEM:STAT:NAME 3,PATS_STATE

MEM:STAT:CAT?

명령 및 쿼리

l MEMory:NSTates? -상태 저장 메모리 위치의 총 수를 반환합니다.

l MEMory:STATe:CATalog? -전체 다섯 개 상태 저장 위치와 연결된 이름을 나열합니다.

l MEMory:STATe:DELete -상태 저장 위치의 내용을 삭제합니다.

l MEMory:STATe:NAME -상태 저장 위치에 사용자 정의 이름을 할당합니다.

l MEMory:STATe:RECall:AUTO -전원을 켤 때 위치 0에서 전원 차단 상태를 호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l MEMory:STATe:VALid? -저장 위치에 유효한 상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MEMory:NSTates?

상태 저장에 대해 사용 가능한 총 메모리 위치 수(메모리 위치 0을 포함하여 항상 +5)를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5

상태 저장 위치 수를 반환합니다.
MEM:NST?

MEMory:STATe:CATalog?

위치 0 ~ 4에 할당된 이름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AUTO_RECALL","STATE_1","STATE_2","STATE_3","STATE_4"

위치 이름을 반환합니다.
MEM:STAT:CAT?

l 기본 이름은 "AUTO_RECALL", "STATE_1", "STATE_2", "STATE_3"및 "STATE_4"입니다.

l 위치 0에 이름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전원을 껐다 켜면 이름이 덮어쓰기 되며 새 전원 차단 상태가 해당 위치에 저장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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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하위 시스템

MEMory:STATe:DELete {0|1|2|3|4|}

상태 저장 위치를 삭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1|2|3|4|} (없음)

저장 위치 1의 내용을 삭제합니다.
MEM:STAT:DEL 1

l 기본 이름은 "AUTO_RECALL", "STATE_1", "STATE_2", "STATE_3"및 "STATE_4"입니다.

l 위치 0의 상태를 삭제할 수는 있지만 다음번에 전원을 켜면 해당 상태는 출고 시 기본 상태 및 상태 이름("AUTO_
RECALL")으로 복원됩니다.

l 비어 있는 위치에서 상태를 호출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MEMory:STATe:NAME {0|1|2|3|4} [,<name>]
MEMory:STATe:NAME? {0|1|2|3|4}

저장 위치 이름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따옴표가 없는 문자열(최대 12자)입니다.
첫 글자는 문자(A-Z)여야 합니다.
나머지 글자는 문자,숫자(0-9)또는 밑줄("_")이 가능합니다.
이름을 생략하면 출고 시 기본 이름이 사용됩니다.

TEST_RACK_1

위치 1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MEM:STAT:NAME 1,TEST_RACK_1

l 기본 이름은 "AUTO_RECALL", "STATE_1", "STATE_2", "STATE_3"및 "STATE_4"입니다.

l 위치 0에 이름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전원을 껐다 켜면 이름이 덮어쓰기 되며 새 전원 차단 상태가 해당 위치에 저장됩
니다.

l 다른 위치에 동일한 이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l 저장 위치의 내용을 삭제(MEMory:STATe:DELete)하면 연결된 이름이 출고 시 기본값("AUTO_RECALL", "STATE_1",
"STATE_2", "STATE_3", "STATE_4")으로 재설정됩니다.

l 상태 이름은 *RST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MEMory:STATe:RECall:AUTO {ON|1|OFF|0}
MEMory:STATe:RECall:AUTO?

전원을 켤 때 저장 위치 "0"에서 계측기 상태 자동 호출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N) 0 (OFF) or 1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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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전원 차단 상태의 자동 호출을 비활성화합니다.
MEM:STAT:REC:AUTOOFF

l OFF는 전원을 켤 때 출고 시 재설정(*RST)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MEMory:STATe:VALid? {0|1|2|3|4}

저장 위치에 현재 유효한 상태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1|2|3|4} 0(유효한 상태가 저장되어 있지 않음)또는 1(유효한 상태가 저장되어 있음)

메모리 위치 3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MEM:STAT:VAL 3?

l 상태를 실수로 덮어쓰지 않도록 *SAV를 전송하기 전에 이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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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Mory 하위 시스템
MMEMory하위 시스템에서는 계측기의 파일 시스템 또는 외부 USB파일 시스템을 관리합니다.파일 시스템은 다양한 파일
형식을 저장하고 로드할 수 있습니다.

계측기 내에는 "INT:\"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이 항상 존재합니다. USB파일 저장 장치(플래시 드라이브,썸 드라이브,
점프 드라이브라고도 함)를 전면 패널 USB포트에 꽂으면 계측기에서 "USB:\"로 표시됩니다.

예제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FUNC:ARB:SRATE 10E3

FUNC:ARB:FILTER OFF

FUNC:ARB:PTPEAK 10

DATA:ARB dc_ramp, 0.1, 0.1, 0.1, 0.1, 0.1, 0.2, 0.4, 0.6, 0.8, 1.0

DATA:ARB dc5v,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DATA:ARB dc2_5v,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DATA:ARB dc0v,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DATA:SEQuence #3128"seqExample","dc_ramp",0,once,highAtStart,5,"dc5v",2,repeat,maintain,5,

     "dc2_v",2,repeat,lowAtStart,5,"dc0v",2,repeat,maintain,5

FUNC:ARB dc_ramp

MMEM:STORE:DATA "INT:\dc_ramp.arb"

FUNC:ARB dc5v

MMEM:STORE:DATA "INT:\dc5v.arb"

FUNC:ARB dc2_5v

MMEM:STORE:DATA "INT:\dc2_5.arb"

FUNC:ARB dc0v

MMEM:STORE:DATA "INT:\dc0v.arb"

FUNC:ARB seqExample

MMEM:STORE:DATA "INT:\seqExample.seq"

DATA:VOL:CLEAR <--- erase all waveforms to show LOAD will restore all waveforms

MMEM:LOAD:DATA "INT:\seqExample.seq"

FUNC ARB

FUNC:ARB "INT:\seqExample.seq"

OUTPUT ON

seqExample.seq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File Format:1.10

Sample Rate:10000.000000

High Level:5.000000

Low Level:0.000000

Filter:"off"

Header:Arb Name, Repeat Count, Play Control,Marker Mode, Marker Point

dc_ramp.arb,1,"once","highAtStart",5

dc5v.arb,2,"repeat","maintain",5

dc2_5v.arb,2,"repeat","lowAtStart",5

dc0v.arb,2,"repeat","maint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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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및 쿼리

MMEMory하위 시스템에는 다음 명령 및 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MEMory:CATalog:ALL? -대용량 메모리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사용된 공간 및 파일을 나열합니다.

MMEMory:CATalog:DATA:ARBitrary? -대용량 메모리 장치에서 임의 파형 및 시퀀스를 나열합니다.

MMEMory:CATalog:STATe? -대용량 메모리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사용된 공간 및 상태 파일(*.sta)을 나열합니다.

MMEMory:CDIRectory -디렉터리로 변경합니다.

MMEMory:COPY -대용량 메모리 장치에서 파일을 복사합니다.

MMEMory:COPY:SEQuence -대용량 메모리 장치에서 시퀀스 및 연결된 임의 파형을 복사합니다.

MMEMory:DELete -대용량 메모리 장치에서 파일을 제거합니다.

MMEMory:DOWNload:DATA -호스트 컴퓨터에서 계측기 대용량 메모리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MMEMory:DOWNload:FNAMe -컴퓨터에서 계측기 대용량 메모리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
다.

MMEMory:LOAD:ALL -계측기 상태 파일을 로드합니다.

MMEMory:LOAD:DATA[1|2] -파일에서 임의 파형을 로드합니다.

MMEMory:LOAD:LIST[1|2] -파일에서 주파수 목록을 로드합니다.

MMEMory:LOAD:STATe -파일에서 저장된 계측기 상태를 로드합니다.

MMEMory:MDIRectory -새 디렉터리(폴더)를 만듭니다.

MMEMory:MOVE -대용량 메모리 장치에서 파일을 이동합니다.

MMEMory:RDIRectory -디렉터리를 제거합니다.

MMEMory:STORe:ALL -계측기 상태 파일을 저장합니다.

MMEMory:STORe:DATA[1|2] -임의 파형을 파일에 저장합니다.

MMEMory:STORe:LIST -활성 주파수 목록을 파일에 저장합니다.

MMEMory:STORe:STATe -계측기 상태를 파일에 저장합니다.

MMEMory:UPLoad -파일의 내용을 계측기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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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Mory 하위 시스템

폴더와 파일 형식

대부분의 MMEMory명령은 폴더 및 파일을 참조합니다.폴더 및 파일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특정 구조가 적용됩니다.

<folder>형식

l <folder>의 형식은 "<drive>:<path>"입니다.여기서 <drive>는 INTernal또는 USB일 수 있고 <path>는 절대 폴더
경로입니다.

l INTernal은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지정합니다.USB는 전면 패널 USB저장 장치를 지정합니다.

l 절대 경로는 "\"또는 "/"로 시작하며 <drive>의 루트 폴더에서 시작됩니다.

l <path>에 지정된 폴더 이름은 24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지정한 폴더가 있어야 하며 숨겨진 폴더 또는 시스템 폴더로 표시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l <drive>:<path>를 생략하면 MMEMory:CDIRectory에 의해 지정되는 폴더가 사용됩니다.

l <drive>를 생략하는 경우:

l 경로는 상대 경로로 처리되며 MMEMory:CDIRectory로 지정되는 폴더에 추가됩니다.

l 절대 경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file>형식

l <file1>및 <file2>의 형식은 "[<drive>:<path>]<file_name>"입니다.여기서 <drive>는 INTernal또는 USB일 수
있고 <path>는 절대 폴더 경로여야 합니다.

l INTernal은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지정합니다.USB는 전면 패널 USB저장 장치를 지정합니다.

l <drive>:<path>를 생략하면 MMEMory:CDIRectory에 의해 지정되는 폴더가 사용됩니다.

l 절대 경로는 "\"또는 "/"로 시작하며 <drive>의 루트 폴더에서 시작됩니다.

l 폴더 및 파일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l 폴더와 파일 이름의 조합은 24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소스 파일 및 폴더와 대상 폴더가 있어야 하며 숨겨진 파일/폴더 또는 시스템 파일/폴더로 표시되어 있어서는 안 됩
니다.

l 대상 파일이 있는 경우 숨겨진 파일 또는 시스템 파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덮어씁니다.

l <drive>를 생략하는 경우:

l 경로는 상대 경로로 처리되며 MMEMory:CDIRectory로 지정되는 폴더에 추가됩니다.

l 절대 경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용량 메모리(MMEMory) 및 상태 저장

전면 패널에서는 MEM하위 시스템이 아닌 MMEM하위 시스템을 사용하여 상태를 저장합니다.전면 패널에서 저장한 상태
는 SCPI를 통해서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SCPI에서 *SAV를 사용하여 MEM하위 시스템에 저장한 상태는 전면 패
널에서 검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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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측기를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USB드라이브를 전면 패널에 삽입한 후 다음 명령을 입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
니다. USB드라이브가 없으면 "USB:\"를 "INT:\"로 변경하여 계측기의 내부 플래시 드라이브를 대신 사용합니다.

MMEMory:CDIRectory "USB:\"

MMEMory:MDIRerctory "States"

MMEMory:STORe:STATE "USB:\States\State1"

언제든지 이 상태로 복귀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MMEMory:LOAD:STATE "USB:\States\State1"

[System], Store/Recall을 차례로 눌러 전면 패널에서 상태 파일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MMEMory:CATalog[:ALL]? [<folder>]

내부 저장소 및 USB드라이브를 비롯하여 현재 대용량 저장소 디렉터리의 모든 파일 목록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폴더 이름.기본값은 MMEMory:CDIRectory에서 선택하는 폴더입니다. +1000000000,+327168572,
"command.exe,,375808",
"MySetup.sta,STAT,8192",
"MyWave.csv,ASC,11265"

전면 패널 USB저장 장치의 MyData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을 나열합니다.
MMEM:CAT? "USB:\MyData"

l 카탈로그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mem_used>,<mem_free>{,"<file listing>"}

계측기는 폴더의 각 파일에 대해 숫자 값 두 개와 문자열 하나를 반환합니다.첫째 숫자 값은 드라이브에서 사용되는 저
장소의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둘째 숫자 값은 사용 가능한 저장소의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각 <file listing>은
"<file_name>,<file_type>,<file_size>"형식입니다(따옴표도 반환됨).여기서 <file_name>은 파일 확장명(있는 경
우)을 포함하는 파일의 이름이고, <file_type>은 STATe(.sta)파일의 경우 STAT, DATA(.csv)파일의 경우 ASC,폴더의
경우 FOLD,기타 모든 파일 확장명의 경우 null이며, <file_size>는 파일의 크기(바이트 단위)입니다.

l 파일이 없으면 <mem_used>,<mem_free>만 반환됩니다.

l 계측기는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서 내부용으로 작은 공간을 사용하므로,드라이브에 사용자 파일이 없어도 <mem_
used>값은 0이 아닙니다.

MMEMory:CATalog:DATA:ARBitrary? [<folder>]

모든 임의 시퀀스(.seq)파일 및 폴더와 폴더 내의 임의 파형(.arb/.barb)파일의 목록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폴더 이름.기본값은 MMEMory:CDIRectory에서 선택하는 폴더입니
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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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Mor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다음 쿼리는 내부 메모리 루트 레벨의 모든 임의 파형 및 시퀀스 파일을 나열합니다.

MMEM:CAT:DATA:ARBitrary? "INT:\"

일반적인 응답:
+1000000000,+327168572,"TestSequence1.seq,NA,223",
"TestSequence1.seq,Segment1.arb,1469"",
"TestSequence1.seq,Segment2.arb,2356"",
"TestSequence1.seq,Segment3.arb,4399"",
"NA,Example.arb,2215"

l 계측기는 선택한 폴더에 있는 각 .seq및 .arb/.barb파일에 대해 숫자 값 두 개와 문자열 하나를 반환합니다.첫째 숫자
값은 드라이브에서 사용되는 저장소의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둘째 숫자 값은 사용 가능한 저장소의 바이트 수를 나
타냅니다.각 <file listing>은 "<filename>,<file_type>,<file_size>"형식입니다(따옴표도 반환됨).여기서
<filename>은 파일 확장명(있는 경우)을 포함하는 파일의 이름이고, <file_type>은 폴더의 경우 FOLD, Arb세그먼트
의 경우 ARB, Arb시퀀스 파일의 경우 SEQUENCE이며, <file_size>는 파일의 크기(바이트 단위)입니다.

l .seq, .arb또는 .barb파일이 없으면 <mem_used>,<mem_free>만 반환됩니다.

l 계측기는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서 내부용으로 작은 공간을 사용하므로,드라이브에 사용자 파일이 없어도 <mem_
used>값은 0이 아닙니다.

MMEMory:CATalog:STATe? [<folder>]

폴더의 모든 상태 파일(파일 확장명 .sta)을 나열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폴더 이름.기본값은 MMEMory:CDIRectory에서 선택하는
폴더입니다.

+1000000000,+327168572,"MySetup.sta,
STAT,8192"

전면 패널 USB드라이브의 MyData폴더에 있는 모든 상태 파일을 나열합니다.
MMEM:CAT:STAT? "USB:\MyData"

반환되는 카탈로그의 형식:

<mem_used>,<mem_free>{,"<file listing>"}

계측기는 선택한 폴더에 있는 각 상태 파일에 대해 숫자 값 두 개와 문자열 하나를 반환합니다.첫째 숫자 값은 드라이브에
서 사용되는 저장소의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둘째 숫자 값은 사용 가능한 저장소의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각 <file
listing>은 "<file_name>,<file_type>,<file_size>"형식입니다(따옴표도 반환됨).여기서 <file_name>은 파일 확장명
(있는 경우)을 포함하는 파일의 이름이고, <file_type>은 STATe(.sta)파일의 경우 STAT이며, <file_size>는 파일의 크기
(바이트 단위)입니다.

상태 파일이 없으면 <mem_used>,<mem_free>만 반환됩니다.

계측기는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서 내부용으로 작은 공간을 사용하므로,드라이브에 사용자 파일이 없어도 <mem_used>
값은 0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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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Mory:CDIRectory <folder>
MMEMory:MDIRectory <folder>
MMEMory:RDIRectory <folder>

MMEMory:CDIRectory는 MMEMory하위 시스템 명령의 기본 폴더를 선택합니다.이 폴더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폴더 또
는 파일 이름에 드라이브 및 폴더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됩니다.

MMEMory:MDIRectory는 대용량 저장 매체에 새 디렉터리(폴더)를 만듭니다.

MMEMory:RDIRectory는 대용량 저장 매체에서 디렉터리(폴더)를 제거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대용량 저장소 단위 지정을 포함한 모든 디렉터리 이름의 기본값은 INT:\입니
다.

"INT:\"

내부 대용량 메모리 시스템에서 "test"라는 새 디렉터리를 만든 다음 제거합니다.
MMEM:MDIR "test"
MMEM:RDIR "test"

MMEMory하위 시스템 명령의 기본 폴더를 반환합니다.
MMEM:CDIR?

l *RST를 실행하고 나면 계측기가 기본 폴더를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 루트 디렉터리("INT:\")로 재설정합니다.

l 파일이 없는 빈 폴더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파일이 있는 폴더를 제거하려고 하면 계측기에서 "Directory not empty"
오류가 발생합니다.

MMEMory:COPY <file1>,<file2>

<file1>을 <file2>에 복사합니다.파일 이름에는 파일 확장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두 파일은 모두 임의의 유효한 파일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없음)

MyFreqMeas.sta상태 파일을 루트 디렉터리에서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Backup"폴더에 복사합니다.
MMEM:COPY "INT:\MySetup.sta","INT:\Backup"

l 파일을 다른 폴더에 있는 같은 이름의 파일에 복사하려면 <destination>에 대해 <drive>및/또는 <path>만 지정하면
됩니다.

MMEMory:COPY:SEQuence <source>,<destination>

<source>에서 <destination>으로 시퀀스를 복사합니다.파일 이름에는 파일 확장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텍스트 형식
에는 .seq확장명을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source>및 <destination>은 임의의 유효한 시퀀스 파일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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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Mor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MySequence.seq시퀀스 파일과 해당 시퀀스 파일에 지정된 모든 관련 세그먼트 파일을 내장 드라이브에서 내부 저장소
의 "Backup"폴더로 복사합니다.
MMEM:COPY:SEQ "INT:\MySequence.seq","INT:\Backup"

l <source>및 <destination>의 형식은 "[[<drive>:]<path>]<file_name>"입니다.여기서 <drive>는 INTernal또는
USB일 수 있고 <path>는 파일 경로입니다.

l INTernal은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지정합니다.USB는 전면 패널 USB저장 장치를 지정합니다.

l <drive>를 지정하면 <path>는 절대 경로로 해석됩니다.절대 경로는 "\"또는 "/"로 시작하며 <drive>의 루트 폴
더에서 시작됩니다.

l <drive>를 생략하면 MMEMory:CDIRectory에 의해 지정되는 폴더를 기준으로 <path가 지정됩니다.상대 경로는
"\"또는 "/"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l 폴더 및 파일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l 폴더와 파일 이름의 조합은 24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소스 파일 및 폴더와 대상 폴더가 있어야 하며 숨겨진 파일/폴더 또는 시스템 파일/폴더로 표시되어 있어서는 안 됩
니다.

l 대상 파일이 있는 경우 숨겨진 파일 또는 시스템 파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덮어씁니다.

l 시퀀스 파일을 다른 폴더에 있는 같은 이름의 시퀀스 파일에 복사하려면 <destination>에 대해 <drive>및/또는
<path>만 지정하면 됩니다.

MMEMory:DELete <file>

파일을 삭제합니다.폴더를 삭제하려면 MMEMory:RDIRectory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파일 이름(파일 확장명 포함) (없음)

표시된 파일을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루트 디렉터리에서 삭제합니다.
MMEM:DEL "INT:\MySetup.sta"

MMEMory:DOWNload:DATA <binary_block>

호스트 컴퓨터에서 계측기의 파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이전에 MMEMory:DOWNload:FNAMe을 사용하여 파일 이
름을 지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binary_block>의 데이터가 선택한 파일에 기록되고 이전에 파일에 저장했던 데이터는 손실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EEE-488유한 또는 무한 블록 (없음)

내부 저장소의 "\Myfile"파일에 "Hello"라는 단어를 씁니다.
MMEM:DOWN:FNAM "INT:\Myfile"
MMEM:DOWN:DATA #15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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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Mory 하위 시스템

MMEMory:DOWNload:FNAMe <filename>

MMEMory:DOWNload:DATA를 사용하여 해당 파일에 데이터를 쓰기 전에 지정한 파일 이름을 생성하거나 엽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파일 이름 (없음)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Myfile"파일에 "Hello"라는 단어를 씁니다.
MMEM:DOWN:FNAM "INT:\Myfile"MMEM:DOWN:DATA #15Hello

MMEMory:LOAD:ALL <filename>

MMEMory:STORe:ALL <filename>

대용량 저장소의 이름이 지정된 파일을 사용하여 전체 계측기 설정을 로드하거나 저장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파일 이름(현재 대용량 저장소 디렉터리) (없음)

내부 저장소의 "completeSetup.all"파일에 계측기 설정을 저장합니다.
MMEM:STOR:ALL "INT:\completeSetup.all"

내부 대용량 저장소의 파일에서 전체 계측기 설정을 로드합니다.
MMEM:LOAD:ALL "INT:\completeSetup.all"

l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면 이전 시간의 계측기 조건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l 이 명령은 *SAV및 *RCL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현재 계측기 설정을 로드합니다.

l 이 명령에 사용되는 계측기 설정 파일은 *SAV및 *RCL에서 사용하는 상태 파일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또한
저장된 상태와 임의 파형, GPIB및 LAN파라미터,숫자 형식,신호음 켜기/끄기,디스플레이 옵션 및 도움말 언어도 포
함합니다.

l 대상 파일이 있는 경우 숨겨진 파일 또는 시스템 파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덮어씁니다.

MMEMory:LOAD:DATA[1|2] <filename>

INTERNAL또는 USB메모리에서 지정된 Arb세그먼트(.arb/.barb)또는 Arb시퀀스(.seq)를 지정한 채널의 휘발성 메모리
로 로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파일 이름(아래 설명과 같음) (없음)

임의 파형 세그먼트를 내장 드라이브에서 채널 1의 휘발성 메모리로 로드한 다음 사용하도록 선택합니다.
MMEM:LOAD:DATA "Int:\Builtin\HAVERSINE.arb"
FUNC:ARB "Int:\Builtin\HAVERSINE.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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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퀀스 파일(.seq)을 지정하면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임의 파형이 로드됩니다.

l <filename>에서 참조하는 파형이 이미 로드된 경우 계측기에서 오류 번호 +786 "Specified arb waveform already
exists"가 발생합니다.기존 파형을 삭제하려면 DATA:VOLatile:CLEar를 사용하여 파형 비휘발성 메모리를 지워야 합
니다.

MMEMory:LOAD:LIST[1|2] <filename>

MMEMory:STORe:LIST[1|2] <filename>

주파수 목록 파일(.lst)을 로드하거나 저장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파일 이름(대용량 메모리 장치) (없음)

현재 주파수 목록을 내부 저장소의 LIST파일에 저장합니다.
MMEM:STOR:LIST "INT:\FreqList.lst"

내부 저장소 대용량 메모리 시스템의 LIST파일(파일 이름 FreqList.lst)을 로드합니다.
MMEM:LOAD:LIST "INT:\FreqList.lst"

l 주파수 목록은 FREQ:MODE LIST의 주파수(트리거 이벤트가 수신되면 목록의 다음 주파수로 빠르게 변경됨)를 제어합
니다.

l 주파수 목록 파일에는 쉼표로 구분된 ASCII숫자 시퀀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첫째 숫자는 목록의 주파수 번호를 나타냅
니다.

3, 100.000000, 1000.000000, 550.000000

l 대상 파일이 있는 경우 숨겨진 파일 또는 시스템 파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덮어씁니다.

MMEMory:LOAD:STATe <filename>

MMEMory:STORe:STATe <filename>

현재 계측기 상태를 상태 파일에 저장합니다.경우에 따라 파일 이름에는 폴더 이름과 .sta파일 확장명이 포함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파일 이름(현재 디렉터리) (없음)

현재 계측기 상태를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루트 디렉터리에 있는 MyFreqMeas.sta상태 파일에 저장합니다.
MMEM:STOR:STAT "INT:\MySetup"

내부 저장소 루트 디렉터리의 MySetup.sta에서 계측기 상태를 로드합니다.
MMEM:LOAD:STAT "INT:\MySetup.sta"

MMEMory:MOVE <file1>,<file2>

<file1>을 <file2>로 이동하거나 이름을 변경합니다.파일 이름에는 파일 확장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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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Mory 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두 파일은 모두 임의의 유효한 파일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없음)

MySetup.sta상태 파일을 현재 선택된 기본 디렉터리에서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Backup"폴더로 이동합니다.
MMEM:MOVE "MySetup.sta","INT:\Backup"

USB드라이브의 arbMonday임의 파형 이름을 arbTuesday로 변경합니다.
MMEM:MOVE "USB:\arbMonday", "USB:\arbTuesday"

l 파일 이름만 변경하려면 <file1>및 <file2>에 대해 같은 폴더를 지정합니다.

l 파일을 다른 폴더에 있는 같은 이름의 파일로 이동하려면 <file2>에 대해 <drive>:<path>만 지정하면 됩니다.

MMEMory:STORe:DATA[1|2] <filename>

지정된 Arb세그먼트(.arb/.barb)또는 Arb시퀀스(.seq)데이터를 채널에서 INTERNAL또는 USB메모리의 지정된 휘발성
메모리(기본값,채널 1)에 저장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파일 이름 (없음)

채널 1의 휘발성 메모리에서 로드된 임의 시퀀스를 내장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MMEM:STOR:DATA
"INT:\Sequence1.seq"

l 임의 파형 세그먼트 또는 시퀀스를 저장하면(MMEMory:STORe:DATA[1|2])계측기의 현재 설정(전압 값,샘플링 속도,
필터 유형 등)도 세그먼트 또는 시퀀스 파일에 저장됩니다. FUNCtion:ARBitrary를 사용하여 이 파일을 처음으로 재생
하면 이러한 설정이 로드되며 계측기의 현재 설정은 무시됩니다.세그먼트 또는 시퀀스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여 계
측기 설정이 제거된 경우에는 FUNCtion:ARBitrary를 실행해도 계측기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l 대상 파일이 있는 경우 숨겨진 파일 또는 시스템 파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덮어씁니다.

l 임의 파형 시퀀스 파일(.seq)을 지정하면 해당 시퀀스와 연결된 모든 임의 파형 세그먼트 파일 이름이 파일에 저장됩니
다.

l 지정한 임의 파형 세그먼트 또는 임의 파형 시퀀스를 휘발성 메모리에서 찾을 수 없으면 명령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합니

다.

MMEMory:UPLoad? <filename>

파일의 내용을 계측기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업로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파일 이름 IEEE 488.2한정된 길이의 블록

다음 명령은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 루트 디렉터리의 "Myfile.sta"상태 파일 내용을 호스트 컴퓨터로 업로드합니다.
MMEM:UPL? "INT:\Myfil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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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하위 시스템

OUTPut 하위 시스템
OUTPut하위 시스템에서는 전면 패널 채널 출력과 Sync커넥터 및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를 제어합니다.

l OUTPut[1|2] -전면 패널 채널 출력 커넥터 상태

l OUTPut[1|2]:LOAD -출력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l OUTPut[1|2]:MODE -채널 출력 모드

l OUTPut[1|2]:POLarity -출력 파형 극성

l OUTPut:SYNC -전면 패널 Sync커넥터 상태

l OUTPut[1|2]:SYNC:MODE -동기 신호 모드

l OUTPut[1|2]:SYNC:POLarity -동기 파형 극성

l OUTPut:SYNC:SOURce -동기 신호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

l OUTPut:TRIGger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 상태

l OUTPut:TRIGger:SLOPe - "트리거 출력"극성

l OUTPut:TRIGger:SOURce -출력 트리거 구동용 채널

OUTPut[1|2] {ON|1|OFF|0}
OUTPut[1|2]?

전면 패널 출력 커넥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채널 1의 출력 커넥터를 활성화합니다.
OUTP ON

l 출력이 활성화되면 전면 채널 출력 키에 불이 켜집니다.

l APPLy명령은 현재 OUTPut설정을 무시하고 채널 출력 커넥터를 활성화합니다.

l 전면 패널 채널 출력 커넥터에 외부 전압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출력이 비활성화됩니다.출력
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출력 커넥터에서 오버로드를 제거하고 OUTPut ON을 전송하십시오.

l OUTPut은 출력 전압을 0으로 설정하지 않고 출력 릴레이를 전환하여 채널 출력 커넥터 상태를 변경합니다.따라서 신
호가 안정될 때까지 약 1밀리초 정도 출력 글리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력 상태를 변경하기 전에 먼저 진폭을 최소
화(VOLTage MIN)한 다음 오프셋을 0으로 설정(VOLTage:OFFSet 0)하여 글리치를 최소화합니다.

OUTPut[1|2]:LOAD {<ohms>|INFinity|MINimum|MAXimum}
OUTPut[1|2]:LOAD? [{MINimum|MAXimum}]

필요한 출력 터미네이션을 설정합니다.출력에 연결된 로드 임피던스와 같아야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Ω ~ 10kΩ(기본값 50Ω) +5.00000000000000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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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출력 임피던스를 300Ω으로 설정합니다.
OUTP:LOAD 300

출력 임피던스를 "고임피던스"로 설정합니다.
OUTP:LOAD INF

l 지정한 값은 진폭,오프셋 및 하이/로우 레벨 설정에 사용됩니다.

l 계측기에서는 전면 패널 채널 출력 커넥터에서 50Ω의 고정 직렬 출력 임피던스를 제공합니다.실제 로드 임피던스가
지정된 값과 다르면 표시되는 진폭과 오프셋 레벨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로드 임피던스 설정은 단순히 표시되는 전
압과 예상 로드가 일치함을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변경하면 표시되는 출력 진폭,오프셋 및 하이/로우 레벨이 조정되고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
다.진폭이 10Vpp일 때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OUTPut[1|2]:LOAD INF)로 변경하면 표시되
는 진폭이 20Vpp로 2배가 됩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진폭이 절반으로 떨어집니
다.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은 실제 출력 전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표시되는 값과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쿼리한 값만
변경합니다.실제 출력 전압은 연결된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이 고임피던스로 설정된 경우에는 출력 진폭을 dBm단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단위가 자동으로 Vpp
로 변환됩니다.자세한 내용은 VOLT:UNIT을 참조하십시오.

l 전압 한계가 활성화된 경우 계측기에서 전압 한계를 적용할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알 수 없으므로 출력 터미네이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변경하려면 전압 한계를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터미네이션 값을 설정한
다음 전압 한계를 조정하고 전압 한계를 다시 활성화하십시오.

l INF(고임피던스)를 선택하면 쿼리는 9.9E+37을 반환합니다.

OUTPut[1|2]:MODE {NORMal|GATed}
OUTPut[1|2]:MODE?

트리거 입력을 사용하여 출력 파형 신호의 게이트 켜기 및 끄기를 활성화(GATed)또는 비활성화(NORMal)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NORMal|GATed}(기본값 NORMal) GAT또는 NORM

게이트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OUTP:MODE GAT

l 게이트의 영향은 파형 위상 또는 모든 종류의 타이밍과 관계가 없습니다.트리거 입력이 되는 경우 출력 신호가 생성됩
니다.트리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형이 내부적으로 계속 생성되지만 채널 출력 커넥터로 라우팅되지는 않습니다.

l 게이트를 활성화해도 채널 출력 터미네이션은 변경되지 않습니다(출력 켜기/끄기 릴레이가 작동하지 않음).

OUTPut[1|2]:POLarity {NORMal|INVerted}
OUTPut[1|2]:POLarity?

오프셋 전압을 기준으로 파형을 반전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NORMal|INVerted}(기본값 NORMal) NORM또는 I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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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하위 시스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출력 극성을 INVerted로 설정합니다.
OUTP:POL INV

l NORMal:사이클 시작 시 파형이 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INVerted:파형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l 아래 나온 것처럼 파형은 오프셋 전압에 비례하여 반전됩니다.파형이 반전되어도 오프셋 전압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
로 유지됩니다.

l 반전된 파형과 연결된 동기 신호는 반전되지 않습니다.

OUTPut:SYNC {ON|1|OFF|0}
OUTPut:SYNC?

전면 패널 Sync커넥터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N) 0 (OFF) or 1 (ON)

전면 패널 Sync커넥터를 비활성화합니다.
OUTP:SYNCOFF

l Sync신호를 비활성화하면 더 낮은 진폭의 출력 왜곡이 감소합니다.

l 각 파형 기능용 동기 신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기 출력 신호를 참조하십시오.

l 동기가 비활성화되면 Sync커넥터의 출력 레벨이 로직 "로우"가 됩니다.

l 파형을 반전(OUTPut[1|2]:POLarity INV)해도 동기 신호가 반전되지는 않습니다.

OUTPut[1|2]:SYNC:MODE {NORMal|CARRier|MARKer}
OUTPut[1|2]:SYNC:MODE?

일반 동기 동작을 지정하거나(NORMal),동기가 반송파를 따르도록 강제 지정하거나(CARRier),마커 위치를 지정합니다
(MARKer).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NORMal|CARRier|MARKer}(기본값 NORMal) NORM, CARR또는 MARK

출력 동기 모드를 CARRier로 설정합니다.
OUTPut:SYNC:MODE C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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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아래 표에서는 명령의 동작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mode> 동기 동작 상태

NORMal 동기가 버스트 신호의 포락선을 따릅니

다.
BURSt가 켜진 경우

동기가 스위프 신호의 포락선을 따릅니

다.
SWEep가 켜진 경우

동기가 변조 신호를 따릅니다. 변조 및 변조 소스가 내부인 경우

동기가 FUNC신호를 따릅니다. 기타 모든 상황

CARRier 동기가 현재 SOURce:MARKer:POINt설
정을 따릅니다.

BURSt또는 SWEep가 켜져 있고 FUNC가 ARB인 경우

버스트가 켜져 있을 때는 동기가 FUNC신
호를 따릅니다.

BURSt가 켜져 있고 FUNC가 ARB가 아닌 경우

동기가 FUNC신호를 따릅니다. 기타 모든 상황

MARKer 동기가 현재 SOURce:MARKer:POINt설
정을 따릅니다.

CW모드 상태이며 FUNC가 ARB인 경우

변조 시 변조 소스가 내부이고 FUNC가 ARB이거나
<modulation>:INT:FUNC가 ARB인 경우

변조 시 변조 소스가 외부이고 FUNC가 ARB인 경우

동기가 현재 SOURce:MARKer:CYCLe설
정을 따릅니다.

BURST가 켜진 경우

동기가 현재

SOURce:MARKer:FREQuency설정을 따
릅니다.

SWEEP가 켜진 경우

동기가 변조 신호를 따릅니다. 변조 시 변조 소스가 외부이고 FUNC가 ARB가 아니며
INT:FUNC가 ARB가 아닌 경우

동기가 FUNC신호를 따릅니다. 기타 모든 상황

OUTPut[1|2]:SYNC:POLarity {NORMal|INVerted}
OUTPut[1|2]:SYNC:POLarity?

하강 또는 상승 에지 트리거가 필요할 수 있는 외부 장비를 트리거하도록 동기 출력의 원하는 출력 극성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NORMal|INVerted}(기본값 NORMal) NORM또는 INV

계측기 출력 동기 커넥터를 일반 동작으로 설정합니다.
OUTP:SYNC:PO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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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하위 시스템

l NORMal:Sync출력 커넥터의 전압은 0에 가까우며 동기 이벤트 발생 시 상승합니다.동기 신호가 다시 가정될 때까지
는 전압이 높게 유지되며(하이 임피던스 연결에 약 3.3V)그 후에는 다시 0에 가깝게 하강합니다.

l INVerted: NORMal의 반대입니다.

l 동기 신호는 두 채널 계측기의 두 채널 중 하나(OUTPut:SYNC:SOURce)와 동기 신호의 여러 작동 모드
(OUTPut:SYNC:MODE)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OUTPut:SYNC:SOURce {CH1|CH2}
OUTPut:SYNC:SOURce?

Sync출력 커넥터의 소스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CH1|CH2}(기본값 CH1) CH1또는 CH2

동기 소스를 채널 2로 설정합니다.
OUTP :SYNC:SOUR CH2

OUTPut:TRIGger {ON|1|OFF|0}
OUTPut:TRIGger?

스위프 및 버스트 모드에 대해 "트리거 출력"신호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트리거 출력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OUTP:TRIG ON

l 이를 활성화하면 버스트 또는 스위프 시작 시에 지정된 에지 방향(OUTPut:TRIGger:SLOPe)의 TTL호환 사각 파형이 후
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출력됩니다.

l 트리거 버스트 모드:

l TRIGger[1|2]:SOURce IMMediate를 사용하는 경우 계측기가 Ext Trig커넥터에서 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
을 출력합니다.파형 주기는 버스트 주기(BURSt:INTernal:PERiod)와 같습니다.

l TRIGger[1|2]:SOURce EXTernal또는 BURSt:MODE GA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측기가 "트리거 출력"을 비활성
화합니다.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를 동시에 두 작업 모두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외부 트리거 파형이 스위프
또는 버스트를 트리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l TRIGger[1|2]:SOURce BUS를 사용하는 경우 계측기가 각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에 Ext Trig커넥터에서 펄
스(펄스 폭 >1µs)를 출력합니다.

l 주파수 스위프 모드:

l TRIGger[1|2]:SOURce IMMediate를 사용하는 경우 계측기가 Ext Trig커넥터에서 듀티 사이클 50%(상승 에지가
스위프 트리거임)의 사각 파형을 출력합니다.파형 주기는 스위프 시간(SWEep:TIME)과 같습니다.

l TRIGger[1|2]:SOURce EXTern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측기가 "트리거 출력"신호를 비활성화합니다.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를 동시에 두 작업 모두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외부 트리거 스위프가 스위프를 트리거하는 데 동
일한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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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RIGger[1|2]:SOURce BUS를 사용하는 경우 계측기가 각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에 Ext Trig커넥터에서 펄
스(펄스 폭 >1µs)를 출력합니다.

OUTPut:TRIGger:SLOPe {POSitive|NEGative}
OUTPut:TRIGger:SLOPe?

계측기가 "트리거 출력"신호에 대해 상승 에지를 사용하는지 하강 에지를 사용하는지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POSitive|NEGative}(기본값 POSitive) POS또는 NEG

트리거 기울기를 NEGative(하강 에지)로 설정합니다.
OUTP:TRIG:SLOP NEG

l POSitive를 설정하면 상승 에지 펄스가 출력되고 NEGative를 설정하면 하강 에지 펄스가 출력됩니다.

l OUTPut:TRIGger를 사용하여 활성화 하면 스위프 또는 버스트 시작 시 지정된 에지 방향의 TTL호환 사각 파형이 후면
패널 Trig Out커넥터에서 출력됩니다.

OUTPut:TRIGger:SOURce {CH1|CH2}
OUTPut:TRIGger:SOURce?

두 채널 계측기에서 트리거 출력에 사용되는 소스 채널을 선택합니다.소스 채널에 따라 트리거 출력 커넥터에서 생성되는
출력 신호가 결정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CH1|CH2}(기본값 CH1) CH1또는 CH2

출력 트리거 소스를 CH2로 설정합니다.
OUTP:TRIG:SOUR CH2

l 두 채널 계측기에서는 두 채널 중 하나가 트리거 출력의 소스 채널이 될 수 있지만 채널 2는 듀얼 임의(IQ)파형에는 사
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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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하위 시스템
PHASe하위 시스템에서는 파형 위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는 채널 간 응용 프로그램과 채널 대 동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유용합니다.또한 이 하위 시스템에서는 10 MHz Out및 10 MHz In후면 패널 커넥터를 사용하여 여러 계측기를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l PHASe -출력 파형의 위상 오프셋을 설정합니다.임의 파형이나 노이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PHASe:SYNChronize -두 채널 계측기의 두 내부 채널 위상을 동기화합니다.

l PHASe:REFerence -계측기 출력을 변경하지 않고 새 0위상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l PHASe:UNLock:ERRor:STATe -위상 잠금이 손실되면 계측기에서 오류를 생성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SOURce[1|2]:]PHASe {<angle>|MINimum|MAXimum}
[SOURce[1|2]:]PHASe? [{MINimum|MAXimum}]

파형의 위상 오프셋 각도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360 ~ +360도 또는 -2π ~ +2π라디안이며 UNIT:ANGLe에 의해 지정됩니다.기본값은
0입니다.

+1.5000000000000E+01

채널 1위상 오프셋을 15도로 설정합니다.
UNIT:ANGL DEG
PHAS 15

l 위상 오프셋은 버스트 위상(BURSt:PHASe)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l 이 명령은 채널의 기본 위상 발생기를 수정하지 않으며 위상 오프셋만 추가합니다.

l 이 명령은 두 채널 계측기의 채널 간,그리고 채널과 해당 동기 신호 간의 위상 관계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유용합니
다.

l 두 채널 계측기에서는 PHASe:SYNChronize를 사용하여 두 개 내부 채널의 위상을 동기화합니다.각 채널은 해당 현재
위상 오프셋을 유지하지만 두 채널이 공통 기준점을 포함하므로 채널 간 위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ROSC명령을 사용하여 여러 계측기의 위상을 동기화할 때는 위상 명령을 사용하여 계측기 간의 위상 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OURce[1|2]:]PHASe:REFerence

PHASe를 통해 설정된 오프셋을 동시에 제거하고 기본 위상 발생기를 PHASe설정과 동일한 값만큼 조정합니다.그러면 다
른 계측기를 통해 설정된 위상 관계가 유지되면서 동기 신호가 출력에 맞게 재정렬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채널 1에 대해 0위상 기준점을 재설정합니다.
PHAS:REF

l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연결된 두 계측기 간에 0점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두 채널 계측기의 채널 간 작업에는
PHASe:SYNChronize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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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새 0위상 기준점을 설정하면 이후에 PHASe?쿼리 명령에 의해 반환되는 값이 "0"으로 재설정되지만 출력 파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SOURce[1|2]:]PHASe:SYNChronize

변조 위상 발생기를 비롯하여 계측기의 모든 위상 발생기를 동시에 재설정하여 공통의 내부 0위상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이 명령은 각 채널의 PHASe설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순히 채널 간의 위상 차이를 임의의 값이 아닌 SOUR1:PHAS및
SOUR2:PHAS의 합으로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모든 위상 발생기를 재설정합니다.
PHAS:SYNC

l 이 명령에서 SOURce1및 SOURce2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l 이 명령은 위상 발생기를 재설정하므로 다른 계측기와의 위상 관계를 해제합니다.

l 단일 채널 계측기에서 이 명령은 기본 채널을 내부 변조 발생기와 동기화합니다.

l 기본 신호와 SUM신호에 대한 기능을 설정한 후 SOURce[1|2]:PHASe:SYNChronize를 전송하여 기본 신호와 SUM신
호 간에 위상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신호 간의 위상은 임의 위상이 됩니다.

[SOURce[1|2]:]PHASe:UNLock:ERRor:STATe {ON|1|OFF|0}
[SOURce[1|2]:]PHASe:UNLock:ERRor:STATe?

계측기 타임베이스에 의해 위상 잠금이 손실되는 경우 오류 생성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계측기는 두 채널 모두
에 대해 타임베이스 하나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위상 잠금 오류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PHASe:UNLock:ERRor:STATe ON

l 이 명령에서 SOURce1및 SOURce2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l 위상 잠금이 손실된 상태에서 오류를 활성화하면 "Reference phase-locked loop is unlocked"오류가 생성됩니다.

l 휘발성 설정으로,전원을 껐다가 켜면 손실됩니다.

l 10 MHz In커넥터에 잘못된 기준 신호가 적용되면 많은 오류 메시지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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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에서는 파형을 위상 변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요약한 것입니다.위상 변조된 파형을 생성합니다.

1. 반송파 구성: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을 사용하여 반송파의 함수,주파수,진폭 및 오프
셋을 지정합니다.

2. 변조 소스 선택(내부, 외부, CH1, CH2): PM:SOURce.외부 변조 소스의 경우에는 3 ~ 4단계를 건너뛰십시오.

3. 변조 파형 설정:PM:INTernal:FUNCtion

4. 변조 주파수 설정:PM:INTernal:FREQuency

5. 위상 편차 설정:PM:DEViation

6. PM 활성화: PM:STATe:ON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FUNCtion SQU

FREQuency +1.0E+04

VOLTage +1.0

VOLTage:OFFset 0.0

PM:SOURce INT

PM:DEViation +90

PM:INTernal:FREQuency +2500

PM:INTernal:FUNCtion RAMP

PM:STATe 1

OUTPut1 1

[SOURce[1|2]:]PM:DEViation {<deviation in degrees>|MINimum|MAXimum}
[SOURce[1|2]:]PM:DEViation? [{MINimum|MAXimum}]

위상 편차를 각도 단위로 설정합니다.이 값은 반송파를 기준으로 변조된 파형의 위상 피크 변동을 나타냅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 ~ 360(기본값 180) +9.000000000000000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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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위상 편차를 ±90도로 설정합니다.
PM:DEV 90

l 외부 변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를 180도로 설정하는 경우 +5V신호 레벨은 +180도 위상 편차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
지면 편차가 작아지며 신호 레벨이 음수이면 편차도 음수가 됩니다.

[SOURce[1|2]:]PM:INTernal: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PM:INTernal:FREQuency? [{MINimum|MAXimum}]

변조 파형의 주파수를 설정합니다.변조 소스로 선택되는 파형은 이 주파수(해당 파형의 주파수 한계 이내)에서 작동합니
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μHz ~내부 함수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값 기본값 10Hz +1.000000000000000E-06

변조 주파수를 10kHz로 설정합니다.
PM:INT:FREQ 10000

변조 주파수를 1μHz로 설정합니다.
PM:INT:FREQMIN

l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선택하면 주파수가 임의 파형의 주파수로 변경됩니다.이 주파수는 임의 파형의 포인트 수 및
샘플링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l 변조 소스에 대해 임의 파형을 사용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임의 파형의 샘플링 속도를 나타내는 캐시된 메

타데이터도 변경됩니다. FUNCtion:ARBitrary:FREQuency, FUNCtion:ARBitrary:PERiod및
FUNCtion:ARBitrary:SRATe를 사용하여 임의 파형의 변조 주파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의 주파수가 마지막으로 재
생되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과 변조 주파수 명령은 직접적으로 커플링됩니다.
나중에 변조를 끄고 동일한 임의 파형을 현재 기능으로 선택하면 샘플링 속도와 포인트 수를 기반으로 하는 해당 주파

수는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재생했을 때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l 내부 함수가 TRIangle, UpRamp또는 DnRamp인 경우 최대 주파수는 200kHz로 제한됩니다.내부 함수가 PRBS이면
주파수는 비트 레이트를 기준으로 하며 50Mbps로 제한됩니다.

l 이 명령은 내부 변조 소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PM:SOURce INTernal).

[SOURce[1|2]:]PM:INTernal:FUNCtion <function>
[SOURce[1|2]:]PM:INTernal:FUNCtion?

변조 파형 형태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SINusoid|SQUare|RAMP|NRAMp|TRIangle|NOISe|PRBS|ARB},기본
값 SINusoid
내부 기능 파형을 봅니다.

SIN, SQU, RAMP, NRAM, TRI, NOIS, PRBS또
는 ARB

사인 파형을 변조 파형으로 선택합니다.
PM:INT:FUNC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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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명령은 내부 변조 소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PM:SOURce INTernal).

l 노이즈를 변조 파형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노이즈,펄스 또는 DC를 반송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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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AM:SOURce?

[SOURce[1|2]:]BPSK: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BPSK:SOURce

[SOURce[1|2]:]F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FM:SOURce

[SOURce[1|2]:]FSKey: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FSKey:SOURce

[SOURce[1|2]:]P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M:SOURce

[SOURce[1|2]:]PW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WM:SOURce?
변조 신호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NTernal|EXTernal|CH1|CH2},기본값 INTernal. BPSK및 FSKey는 CH1또
는 CH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 EXT, CH1, CH2

외부 변조 소스를 선택합니다.
AM:SOUR EXT(FM, BPSK, FSK, PM또는 PWM을 AM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참고 사항

l EXTernal을 선택하면 반송파가 외부 파형으로 변조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l AM:변조 깊이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변조 깊이(AM
[:DEPTh]) 100%에서 변조 신호가 +5V일 때 출력은 최대 진폭이 됩니다.마찬가지로 변조 신호가 -5V이면 최소 진
폭에서 출력이 생성됩니다.

l FM:External변조 소스를 선택하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가 100kHz인경우 +5V신호 레벨은 주파수 100kHz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음의 신호 레벨은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 아래로 낮춥니다.

l PM:외부 변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를 180도로 설정하는 경우 +5V신호 레벨은 +180도 위상 편차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 신호 레벨이 음수이면 편차도 음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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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l 펄스(선택한 기능):펄스 폭 또는 펄스 듀티 사이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에 존재하는 ±5V신
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PWM:DEViation명령을 사용하여 펄스 폭 편차를 50μs로 설정한 경우 +5V
신호 레벨은 50μs폭 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줄어듭니다.

l EX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가
결정됩니다.로직 로우가 있으면 반송파 위상 또는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가 있으면 위상 편이 위상 또
는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l 최대 외부 BPSK속도는 1MHz이고 최대 FSK속도는 1MHz입니다.

l 참고: 외부적으로 제어되는 BPSK또는 FSK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Trig In)는 외부적으로 변조되는 AM, FM, PM,
PWM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Modulation In)와 다릅니다. BPSK또는 FSK에 사용되는 경우 Trig In커넥터는 조정
가능한 에지 극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TRIGger[1|2]:SLOPe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 IN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ey)가 반송파 위상 또는 주파수 간에 "편이"되며 대
체 위상 또는 주파수는 BPSK속도(BPSK:INTernal:RATE)또는 FSK속도(FSKey:INTernal:RATE)에 의해 결정됩니다.

l 채널이 해당 변조 소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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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TATe {ON|1|OFF|0}[SOURce[1|2]:]AM:STATe?[SOURce[1|2]:]BPSK:STATe

[SOURce[1|2]:]AM:STATe {ON|1|OFF|0}
[SOURce[1|2]:]AM:STATe?

[SOURce[1|2]:]BPSK:STATe {ON|1|OFF|0}
[SOURce[1|2]:]BPSK:STATe

[SOURce[1|2]:]FM:STATe {ON|1|OFF|0}
[SOURce[1|2]:]FM:STATe

[SOURce[1|2]:]FSKey:STATe {ON|1|OFF|0}
[SOURce[1|2]:]FSKey:STATe

[SOURce[1|2]:]PM:STATe {ON|1|OFF|0}
[SOURce[1|2]:]PM:STATe

[SOURce[1|2]:]PWM:STATe {ON|1|OFF|0}
[SOURce[1|2]:]PWM:STATe?
변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AM을 활성화합니다(FM, BPSK, FSK, PM또는 PWM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AM:STAT ON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l 변조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 계측기에서는 변조를 스위프 또는 버스트와 함께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변조를 활성화하면 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
가 꺼집니다.

l PWM은 선택한 기능이 펄스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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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하위 시스템

PWM 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에서는 펄스 파형에 대해 펄스 폭 변조(PWM)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제

다음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PWM파형을 생성합니다.

1. 반송파 구성: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을 사용하여 반송파의 함수,주파수,진폭 및 오프
셋을 지정합니다.

2. 변조 소스 선택(내부, 외부, CH1, CH2):PWM:SOURce.외부 변조 소스의 경우에는 3 ~ 4단계를 건너뛰십시오.

3. 변조 파형 선택:PWM:INTernal:FUNCtion

4. 변조 주파수 설정:PWM:INTernal:FREQuency

5. 펄스 폭 또는 듀티 사이클 편차 설정:PWM:DEViation or PWM:DEViation:DCYCle

6. PWM 활성화:PWM:STATe:ON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FUNCtion PULS

FREQuency +5000.0

VOLTage +1.0

VOLTage:OFFS +0.0

PWM:DEViation +5.0E-05

PWM:DEViation:DCYCle +25.0

PWM:INTernal:FREQuency +1000.0

PWM:INTernal:FUNCtion RAMP

PWM:STATe 1

OUTPut1 1

[SOURce[1|2]:]PWM:DEViation {<deviation>|MINimum|MAXimum}
[SOURce[1|2]:]PWM:DEViation? [{MINimum|MAXimum}]

펄스 폭 편차,즉 반송파 펄스 파형의 펄스 폭에서 폭의 ±변동(초 단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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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 ~ 1000초(기본값 10μs) +1.000000000000000E+00

펄스 폭 편차를 1초로 설정합니다.
PWM:DEV 1

펄스 폭 편차를 0초로 설정합니다.
PWM:DEV MIN

l 편차는 ±편차이므로 펄스 폭이 10ms이고 편차가 4ms이면 폭이 6 ~ 14ms범위 내에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l 펄스 폭 편차는 현재 펄스 폭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펄스 폭(Wmin)까지 제한됩니다.

폭 편차 <펄스 폭 -Wmin

및

폭 편차 <주기 -펄스 폭 -Wmin

l 펄스 폭 편차는 현재 에지 시간 설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폭 편차 <펄스 폭 – (0.8 x선행 에지 시간) – (0.8 x후행 에지 시간)

및

폭 편차 <주기 -펄스 폭 – (0.8 x선행 에지 시간) – (0.8 x후행 에지 시간)

l 외부 변조 소스를 선택하면(PWM:SOURce EXTernal)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
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폭 편차를 10μs로 설정하는 경우 +5V신호 레벨은 10μs편차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
이 낮아지면 편차가 줄어듭니다.신호 레벨이 음수이면 음의 편차가 생성됩니다.

[SOURce[1|2]:]PWM:DEViation:DCYCle {<deviation_in_pct>|MINimum|MAXimum}
[SOURce[1|2]:]PWM:DEViation:DCYCle? [{MINimum|MAXimum}]

듀티 사이클 편차를 주기의 백분율로 설정합니다.이 편차는 기본 펄스 파형에서 듀티 사이클의 피크 변동입니다.예를 들
어 듀티 사이클이 10%이고 듀티 사이클 편차가 5%이면 변조된 파형의 듀티 사이클은 5%에서 15%범위 내에서 변화합
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주기의 백분율로 설정된 듀티 사이클로 0 ~ 99.9(기본값 약 1%) +5.000000000000000E+00

펄스 폭 편차를 5%로 설정합니다.
PWM:DEV:DCYC 5

l 듀티 사이클 편차는 펄스 듀티 사이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또한 듀티 사이클 편차는 최소 펄스 폭(Wmin)에 의해서도 제한됩니다.

듀티 사이클 편차 <듀티 사이클 - 100 XWmin ÷주기

및

듀티 사이클 편차 < 100 -듀티 사이클 - 100 XWmin ÷주기

여기서 Wmin = 16ns입니다.

l 듀티 사이클 편차는 에지 시간에 의해 제한됩니다.

듀티 사이클 편차 <듀티 사이클 – (80 x선행 에지 시간) ÷주기 – (80 x후행 에지 시간) ÷주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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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하위 시스템

듀티 사이클 편차 < 100 -듀티 사이클 – (80 x선행 에지 시간) ÷주기 – (80 x후행 에지 시간) ÷주기

l PWM:SOURce EXTernal을 사용하는 경우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
니다.예를 들어 듀티 사이클 편차가 5%이면 +5V신호 레벨은 5%편차에 해당하며 5%의 주기가 펄스 듀티 사이클에
추가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 신호 레벨이 음수이면 듀티 사이클이 감소합니다.

[SOURce[1|2]:]PWM:INTernal:FREQuency {<frequency>|MAXimum|MINimum}
[SOURce[1|2]:]PWM:INTernal:FREQuency? [{MAXimum|MINimum}]

출력 펄스 폭이 펄스 폭 편차 내에서 바뀌는 주파수를 선택합니다.변조 소스로 사용되는 파형은 이 주파수(해당 파형의 주
파수 한계 이내)에서 작동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μHz ~내부 함수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값(기본값 10Hz) +1.000000000000000E+02

내부 PWM주파수를 100Hz로 설정합니다.
PWM:INT:FREQ 100

l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선택하면 주파수가 임의 파형의 주파수로 변경됩니다.이 주파수는 임의 파형의 포인트 수 및
샘플링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l 변조 소스에 대해 임의 파형을 사용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임의 파형의 샘플링 속도를 나타내는 캐시된 메

타데이터도 변경됩니다. FUNCtion:ARBitrary:FREQuency, FUNCtion:ARBitrary:PERiod및
FUNCtion:ARBitrary:SRATe를 사용하여 임의 파형의 변조 주파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의 주파수가 마지막으로 재
생되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과 변조 주파수 명령은 직접적으로 커플링됩니다.
나중에 변조를 끄고 동일한 임의 파형을 현재 기능으로 선택하면 샘플링 속도와 포인트 수를 기반으로 하는 해당 주파

수는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재생했을 때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l 내부 함수가 TRIangle, UpRamp또는 DnRamp인 경우 최대 주파수는 200kHz로 제한됩니다.내부 함수가 PRBS이면
주파수는 비트 레이트를 기준으로 하며 50Mbps로 제한됩니다.

l 이 명령은 내부 변조 소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PWM:SOURce INTernal).

[SOURce[1|2]:]PWM:INTernal:FUNCtion <function>
[SOURce[1|2]:]PWM:INTernal:FUNCtion?

내부 변조 파형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SINusoid|SQUare|RAMP|NRAMp|TRIangle|NOISe|PRBS|ARB},기본
값 SINusoid
내부 기능 파형을 봅니다.

SIN, SQU, RAMP, NRAM, TRI, NOIS, PRBS또
는 ARB

사인 파형을 변조 파형 형태로 선택합니다.
PWM:INT:FUNC SIN

l 이 명령은 내부 변조 소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PWM:SOURce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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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AM:SOURce?

[SOURce[1|2]:]BPSK: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BPSK:SOURce

[SOURce[1|2]:]F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FM:SOURce

[SOURce[1|2]:]FSKey: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FSKey:SOURce

[SOURce[1|2]:]P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M:SOURce

[SOURce[1|2]:]PW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
[SOURce[1|2]:]PWM:SOURce?
변조 신호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NTernal|EXTernal|CH1|CH2},기본값 INTernal. BPSK및 FSKey는 CH1또
는 CH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 EXT, CH1, CH2

외부 변조 소스를 선택합니다.
AM:SOUR EXT(FM, BPSK, FSK, PM또는 PWM을 AM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참고 사항

l EXTernal을 선택하면 반송파가 외부 파형으로 변조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l AM:변조 깊이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변조 깊이(AM
[:DEPTh]) 100%에서 변조 신호가 +5V일 때 출력은 최대 진폭이 됩니다.마찬가지로 변조 신호가 -5V이면 최소 진
폭에서 출력이 생성됩니다.

l FM:External변조 소스를 선택하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가 100kHz인경우 +5V신호 레벨은 주파수 100kHz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음의 신호 레벨은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 아래로 낮춥니다.

l PM:외부 변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
다.예를 들어 주파수 편차를 180도로 설정하는 경우 +5V신호 레벨은 +180도 위상 편차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작아지며 신호 레벨이 음수이면 편차도 음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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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OURce {INTernal|EXTernal|CH1|CH2}[SOURce[1|2]:]AM:SOURce?[SOURce

l 펄스(선택한 기능):펄스 폭 또는 펄스 듀티 사이클 편차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에 존재하는 ±5V신
호 레벨을 통해 제어됩니다.예를 들어 PWM:DEViation명령을 사용하여 펄스 폭 편차를 50μs로 설정한 경우 +5V
신호 레벨은 50μs폭 증가에 해당합니다.외부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 편차가 줄어듭니다.

l EX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신호 레벨에 따라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가
결정됩니다.로직 로우가 있으면 반송파 위상 또는 반송파 주파수가 출력됩니다.로직 하이가 있으면 위상 편이 위상 또
는 홉 주파수가 출력됩니다.

l 최대 외부 BPSK속도는 1MHz이고 최대 FSK속도는 1MHz입니다.

l 참고: 외부적으로 제어되는 BPSK또는 FSK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Trig In)는 외부적으로 변조되는 AM, FM, PM,
PWM파형에 사용되는 커넥터(Modulation In)와 다릅니다. BPSK또는 FSK에 사용되는 경우 Trig In커넥터는 조정
가능한 에지 극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TRIGger[1|2]:SLOPe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 INTernal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출력 위상(BPSK)또는 주파수(FSKey)가 반송파 위상 또는 주파수 간에 "편이"되며 대
체 위상 또는 주파수는 BPSK속도(BPSK:INTernal:RATE)또는 FSK속도(FSKey:INTernal:RATE)에 의해 결정됩니다.

l 채널이 해당 변조 소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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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AM:STATe {ON|1|OFF|0}[SOURce[1|2]:]AM:STATe?[SOURce[1|2]:]BPSK:STATe

[SOURce[1|2]:]AM:STATe {ON|1|OFF|0}
[SOURce[1|2]:]AM:STATe?

[SOURce[1|2]:]BPSK:STATe {ON|1|OFF|0}
[SOURce[1|2]:]BPSK:STATe

[SOURce[1|2]:]FM:STATe {ON|1|OFF|0}
[SOURce[1|2]:]FM:STATe

[SOURce[1|2]:]FSKey:STATe {ON|1|OFF|0}
[SOURce[1|2]:]FSKey:STATe

[SOURce[1|2]:]PM:STATe {ON|1|OFF|0}
[SOURce[1|2]:]PM:STATe

[SOURce[1|2]:]PWM:STATe {ON|1|OFF|0}
[SOURce[1|2]:]PWM:STATe?
변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AM을 활성화합니다(FM, BPSK, FSK, PM또는 PWM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음).
AM:STAT ON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변조 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변조를 활성화하십시오.

l 변조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 계측기에서는 변조를 스위프 또는 버스트와 함께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변조를 활성화하면 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
가 꺼집니다.

l PWM은 선택한 기능이 펄스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BPSK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FSKey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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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하위 시스템

RATE 하위 시스템
RATE하위 시스템에서는 다음 항목을 지정하여 두 채널 계측기의 출력 샘플링 속도를 커플링할 수 있습니다.

l RATE:COUPle[:STATe] -커플링 사용 여부

l RATE:COUPle:MODE -커플링 적용 방식(비율 또는 오프셋)

l RATE:COUPle:OFFSet -커플링을 오프셋으로 적용할 때 사용되는 오프셋

l RATE:COUPle:RATio -커플링을 비율로 적용할 때 사용되는 비율

[SOURce[1|2]:]RATE:COUPle[:STATe] {ON|1|OFF|0}
[SOURce[1|2]:]RATE:COUPle[:STATe]?

채널 간에 샘플링 속도 커플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거나 채널 샘플링 속도를 다른 채널로 한 번 복사하도록 허용합니

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샘플링 속도 커플링 상태를 켭니다.
RATE:COUP ON

l 값이 ON이면 RATE:COUPle:MODE로 지정된 모드에서 샘플링 속도 커플링이 시작됩니다.

l 현재 오프셋 또는 비율과 현재 샘플링 속도 설정을 조합하는 경우 샘플링 속도가 계측기 사양을 초과하면 계측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초과된 샘플링 속도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서 잘립니다.

l 모드를 RATIO로 설정하고 RATIO를 1.0으로 설정해도 채널 사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생성되고
RATE:COUPle[:STATe]가 ON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l 샘플링 속도 커플링을 활성화하려면 두 채널을 모두 FUNCtion ARB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SOURce[1|2]:]RATE:COUPle:MODE {OFFSet|RATio}
[SOURce[1|2]:]RATE:COUPle:MODE?

샘플링 속도 커플링 유형을 일정한 샘플링 속도 오프셋(OFFSet)또는 채널 샘플링 속도 간의 일정한 비율(RATio)로 설정합
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FFSet|RATio}(기본값 RATio) OFFS 또는 RAT

샘플링 속도 커플링 모드를 OFFSet으로 설정합니다.
RATE:COUP:MODE OFFSet

l 기본 RATio는 1입니다.

l 기본 샘플링 속도 커플링은 OFF입니다.

l SOURce[1|2]키워드는 무시되며 설정은 두 채널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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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하위 시스템

[SOURce[1|2]:]RATE:COUPle:OFFSet <sample_rate>
[SOURce[1|2]:]RATE:COUPle:OFFSet?

두 채널 계측기가 샘플링 속도 커플링 모드 OFFSet일 때 샘플링 속도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유효한 값은 FUNCtion:ARBitrary:FILTer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NORMal및 STEP의
경우의 값 범위는 ±250MSa/s사이입니다. OFF의 경우 범위는 ±62.5MSa/s이고,두
경우 모두 기본값은 0입니다.

+8.000000000000000E+02

채널 2의 샘플링 속도 오프셋을 채널 1의 샘플링 속도보다 10.3kSa/s높게 설정합니다.
RATE:COUPle:OFFSet 10300

채널 1의 샘플링 속도 오프셋을 채널 2의 샘플링 속도보다 45kSa/s낮게 설정합니다.
SOUR2:RATE:COUP:OFFS -45000

l OFFSet또는 RATio를 지정할 때는 명령에 지정된 SOURce채널(SOURce1또는 SOURce2)이 참조 채널로 사용되며 오
프셋 또는 비율이 다른 채널에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함수 발생기에서 RATE:COUPle[:STATe]가 ON으로 설정되어 있
고 RATE:COUPle:MODE는 OFFSet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또한 채널 1은 현재 2kSa/s에서,채널 2
는 10kSa/s에서 작동 중이라고 가정합니다.이 경우 SOURce1:RATE:COUPle:OFFSet 2.5명령을 실행하면 채널 1
은 2Sa/s로 유지되고 채널 2는 4.5Sa/s로 설정됩니다.채널 중 하나의 샘플링 속도가 변경되면 다른 채널의 샘플링 속
도도 지정된 커플링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됩니다.

l 샘플링 속도 커플링으로 인해 채널 중 하나에서 현재 기능에 대한 계측기 샘플링 속도 사양을 초과하는 경우 이 명령으

로 인한 오류가 생성되며,샘플링 속도는 특정 채널의 최대 한계 또는 최소 한계로 설정됩니다.

[SOURce[1|2]:]RATe:COUPle:RATio <ratio>
[SOURce[1|2]:]RATe:COUPle:RATio?

두 채널 계측기가 샘플링 속도 커플링 모드 RATio일 때 채널 샘플링 속도 간의 오프셋 비율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001 ~ 1000(기본값 1) +7.500000000000000E-1

채널 2의 샘플링 속도를 채널 1의 두 배로 설정합니다.
SOUR1:RATE:COUP:RATio 2

채널 1의 샘플링 속도를 채널 2의 3.14배로 설정합니다.
SOUR2:RATE:COUPle:RAT 3.14

l OFFSet또는 RATio를 지정할 때는 명령에 지정된 SOURce채널(SOURce1또는 SOURce2)이 참조 채널로 사용되며 오
프셋 또는 비율이 다른 채널에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함수 발생기가 RATio모드로 커플링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또한
채널 1은 현재 2kSa/s에서,채널 2는 10kSa/s에서 작동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SOURce1:RATe:COUPle:RATio 2.5명령을 실행하면 채널 1은 2kSa/s로 유지되고 채널 2는 5kSa/s로 설
정됩니다.채널 중 하나의 샘플링 속도가 변경되면 다른 채널의 샘플링 속도도 지정된 커플링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됩
니다.

l 샘플링 속도 커플링으로 인해 채널 중 하나에서 현재 기능에 대한 계측기 샘플링 속도 사양을 초과하는 경우 이 명령으

로 인한 오류가 생성되며,샘플링 속도는 특정 채널의 최대 한계 또는 최소 한계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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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Cillator 하위 시스템

ROSCillator 하위 시스템
ROSCillator하위 시스템에서는 10MHz기준 오실레이터 및 외부 기준 오실레이터 입력 사용을 제어합니다.기준 오실레이
터는 모든 파형 합성을 위한 기본 클럭입니다.모든 파형은 기준 오실레이터로 위상 잠금되어 기준 오실레이터가 출력 신호
주파수 및 위상을 제어합니다.

l ROSCillator:SOURce -내부 또는 외부 기준 오실레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l ROSCillator:SOURce:AUTO -기준 오실레이터 신호 소스 자동 선택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l ROSCillator:SOURce:CURRent? -현재 기준 오실레이터 소스를 나타내는 INT또는 EXT를 반환합니다.

ROSC:SOURce는 ROSCillator:SOURce:AUTO를 OFF로 설정하며, ROSCillator:SOURce:AUTOON으로 설정하면
ROSC:SOURce를 무시합니다.이 두 명령 중 최신 명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ROSCillator:SOURce:AUTOON은 계측기의 내부 오실레이터를 기준 오실레이터로 사용합니다.기준 오실레이터는 TCXO
(온도 보상 크리스털 오실레이터)또는 옵션인 OCXO(항온조 제어 크리스털 오실레이터)일 수 있습니다.

OCXO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PT?를 참조하십시오.외부 10MHz기준 신호가 후면 패널
10 MHz In커넥터에 있으면 계측기는 외부 신호를 사용합니다.또한 기준 소스 변경을 나타내기 위해 디스플레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ROSCillator:SOURce {INTernal|EXTernal}
ROSCillator:SOURce?

계측기에서 생성하는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 오실레이터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NTernal|EXTernal}(기본값 INT) INT또는 EXT

외부 기준 오실레이터 소스를 사용합니다.
ROSC:SOUR EXT

l EXTernal:계측기에서 후면 패널 10 MHz In커넥터의 신호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이 신호가 없거나 해당 신호에 잠
금을 설정할 수 없으면 오류를 생성합니다.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면 계측기 출력은 계속되지만 주파수가 불안정해집니
다.

l INTernal:계측기에서 내부 기준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며 10 MHz In커넥터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ROSCillator:SOURce:AUTO {ON|OFF}
ROSCillator:SOURce:AUTO?

기준 오실레이터 자동 선택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OFF}(기본값 ON) ON 또는 OFF

기준 소스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ROSC:SOUR:AUTOON

l ON:계측기에서 후면 패널 10 MHz In커넥터에서 10MHz신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l OFF:계측기에서 ROSC:SOURce설정에 따라 기준 오실레이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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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Cillator:SOURce:CURRent?

ROSC:SOURce:AUTO가 ON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준 오실레이터 신호를 나타냅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INT(내부)또는 EXT(후면 패널의 10MHz커넥터)

기준 신호 소스를 결정합니다.
ROSC:SOUR:CURR?

l INT로 설정하면 기본 내부 TCXO또는 옵션인 OCXO오실레이터 중 설치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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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하위 시스템

SOURce 하위 시스템
SOURce키워드는 소스 또는 출력 채널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대부분의 명령에서 옵션으로 사용됩니다.

예제

SOURce키워드 및 채널 번호는 [SOURce[1|2]:]AM[:DEPTh]?쿼리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생략하는 경우 소스의
기본값인 채널 1이 사용됩니다.아래 표에는 다양한 쿼리 형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AM:DEPTh? 채널 1의 변조 깊이를 반환합니다.

SOUR1:AM:DEPTh? 채널 1의 변조 깊이를 반환합니다.

SOUR2:AM:DEPTh? 채널 2의 변조 깊이를 반환합니다(두 채널 계측기에 한함).

옵션인 SOURce 키워드를 사용하는 하위 시스템

SOURce하위 시스템 명령은 SOURce키워드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명령이 아래에 개별 하위 시스템별로
나와 있습니다.

AM

APPLy

BPSK

BURSt

DATA

FM

FREQuency

FSKey

FUNCtion

LIST

MARKer

PHASe

PM

PWM

ROSCillator

SUM

SWEep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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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인 SOURce 키워드를 사용하는 명령

하위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명령 역시 옵션인 SOURce키워드를 사용합니다.

COMBine:FEE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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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하위 시스템 소개
계측기의 SCPI상태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계측기 상황과 상태를 여러 레지스터 그룹에 기록합니다.

이 하위 시스템에서 이벤트는 이전에 발생했던 항목이며,현재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상황은 현재 존재하는 상태
로,이벤트 레지스터에 표시되지만 이벤트 레지스터의 읽기는 삭제 방식이므로 읽을 때 삭제(0으로 설정)됩니다.

STATus 명령은 활성화 레지스터 중 두 개의 비트를 조작합니다.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l 문제성 데이터 활성화 레지스터의 비트를 활성화합니다(STATus:QUEStionable:ENABle).

l 작동 활성화 레지스터의 비트를 활성화합니다(STATus:OPERation:ENABle).쿼리: STATus:OPERation:ENABle?

l 문제성 데이터 활성화 레지스터 및 표준 작동 활성화 레지스터의 모든 비트를 삭제합니다(STATus:PRESet).

STATus 쿼리는 다음을 포함하여 문제성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상태 비트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합니다.

l 문제성 데이터 상황 레지스터(STATus:QUEStionable:CONDition?)에서 활성화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

l 문제성 데이터 이벤트 레지스터(STATus:QUEStionable[:EVENt]?)에서 활성화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

l 문제성 데이터 활성화 레지스터(STATus:QUEStionable:ENABle?)에서 활성화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

또한 STATus 쿼리를 사용하면 다음을 포함하여 작동 레지스터에 있는 상태 비트에 대한 정보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 작동 상황 레지스터(STATus:OPERation:CONDition?)에서 활성화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

l 작동 이벤트 레지스터(STATus:OPERation:EVENt?)에서 활성화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

표준 작동 레지스터 그룹

아래 표에서는 표준 작동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트 비트 이름 10진수 값 정의

0 교정 1 계측기에서 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자가 테스트 2 자가 테스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2 (보존됨) 4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3 채널 1개시 8 채널이 개시되었으며 적절한 파형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INIT[1|2]:CONTOFF에서는 이 비트가 INIT수신 후 설정
되며 채널이 IDLE(트리거 카운트가 충족되었으며 작업
중이 아님)로 이동할 때까지 삭제되지 않습니다.채널이
INIT[1|2]:CONTON모드이면 이 비트는 0입니다.

4 채널 2개시 16

5 트리거 대기,채널 1 32 계측기가 트리거 대기 중입니다. INIT[1|2]:CONTOFF에
서는 이 비트가 INIT수신 후 트리거를 대기하는 동안 설
정되며 트리거 수신 후 삭제됩니다.채널이 INIT
[1|2]:CONTON모드이면 이 비트는 0입니다.

6 트리거 대기,채널 2 64

7 (보존됨) 128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8 변경된 이벤트 구성 256 이 비트는 상황이 아닌 이벤트를 반영하므로 상황 레지스

터에서는 항상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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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존됨) 512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10 계측기 잠금 1024 원격 인터페이스(USB또는 LAN)에 잠금이 설정
(SYSTem:LOCK:REQuest?)되어 있으면 이 비트가 설정
됩니다.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잠금을 해제
(SYSTem:LOCK:RELease)하면 이 비트는 삭제됩니다.

11 (보존됨) 2048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12 (보존됨) 4096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13 글로벌 오류 8192 원격 인터페이스의 오류 대기열에 오류가 있으면 설정되

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14-
15

(보존됨) 16,384 -
32,768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문제성 데이터 레지스터 그룹

아래 표에서는 문제성 데이터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트 비트 이름 10진수
값

정의

0 채널 1전압 오버로
드

1 채널 1출력 커넥터에서 전압이 오버로드되었습니다.출력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1 채널 2전압 오버로
드

2 채널 2출력 커넥터에서 전압이 오버로드되었습니다.출력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2 (보존됨) 4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3 (보존됨) 8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4 (보존됨) 16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5 루프 잠금 해제 32 함수 발생기에서 위상 잠금이 손실되었습니다.주파수 정확도
가 영향을 받습니다.

6 (보존됨) 64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7 (보존됨) 128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8 교정 오류 256 교정 중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교정 보안이 해제되었거나 교정

메모리가 손실되었습니다.

9 외부 기준 512 외부 타임베이스가 탐지되었습니다.

10-15 (보존됨) 1024 -
32,768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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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OPERation:CONDition?

표준 작동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상황 레지스터를 쿼리합니다.레지스터는 읽기 전용이며 비트는 읽을 때 지워지지 않습니
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32

상황 레지스터를 읽습니다(비트 5가 설정됨).
STAT:OPER:COND?

l 상황 레지스터 비트는 현재 상황을 반영합니다.해당 상황이 없어지면 해당하는 비트는 삭제됩니다.

l *RST를 실행하면 이 레지스터를 삭제하되 *RST실행 후에도 상황이 계속 존재하는 비트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l 명령은 레지스터를 읽고 레지스터에 설정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과 같은 10진수 값을 반환합니다.상황을 읽습
니다.예를 들어 비트 5(10진수 값 = 32)및 비트 9(10진수 값 = 512)를 설정하면 명령은 +544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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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OPERation:ENABle <enable_value>
STATus:OPERation:ENABle?

표준 작동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활성화 레지스터의 비트를 활성화합니다.그러면 선택한 비트가 상태 바이트에 표준 작동
요약 비트로 보고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레지스터에 포함된 비트의 10진수 값의 합입니다. +256

활성화 레지스터에서 비트 8(10진수 값 256)을 활성화합니다.
STAT:OPER:ENAB 256

l <enable_value>를 사용하여 상태 바이트로 보고되는 비트를 지정합니다.지정된 값은 활성화할 레지스터 비트의 이
진 가중치 합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비트 5(값 32)및 비트 9(값 512)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10진수 값은 544가 됩니
다.

l *CLS를 실행하면 활성화 레지스터는 삭제하지 않고 이벤트 레지스터를 삭제합니다.

STATus:OPERation[:EVENt]?

표준 작동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이벤트 레지스터를 쿼리합니다.이 레지스터는 읽기 전용이며 비트는 레지스터를 읽으면
지워집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32

이벤트 레지스터를 읽습니다.
STAT:OPER:EVEN?

l 설정된 비트는 이벤트 레지스터를 읽거나 *CLS를 실행하여 삭제할 때까지 설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l *RST는 이 레지스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 쿼리는 레지스터를 읽고 레지스터에 설정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과 같은 10진수 값을 반환합니다.이벤트를 읽
습니다.예를 들어 비트 5(값 32)및 비트 9(값 512)를 설정하면 명령은 +544를 반환합니다.

STATus:PRESet

문제성 데이터 활성화 레지스터 및 표준 작동 활성화 레지스터를 삭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활성화 레지스터 비트를 삭제합니다.
STAT:PRES

STATus:QUEStionable:CONDition?

문제성 데이터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상황 레지스터를 쿼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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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512

상황 레지스터를 읽습니다(비트 9가 설정됨).
STAT:QUES:COND?

l 문제성 데이터 레지스터 그룹은 계측기 품질 또는 무결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l 활성화 레지스터를 통해 임의의 조건 또는 모든 조건을 문제성 데이터 요약 비트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l 레지스터는 읽기 전용이며 비트는 읽을 때 지워지지 않습니다.

l 상황 레지스터 비트는 현재 상황을 반영합니다.해당 상황이 없어지면 해당하는 비트는 삭제됩니다.

l *RST를 실행하면 상황 레지스터를 삭제합니다.

l 쿼리는 레지스터를 읽고 레지스터에 설정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과 같은 10진수 값을 반환합니다.상황을 읽습
니다.예를 들어 비트 12(10진수 값 = 4096)를 설정하면 쿼리는 "+4096"을 반환합니다.

STATus:QUEStionable:ENABle <enable_value>
STATus:QUEStionable:ENABle?

문제성 데이터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활성화 레지스터의 비트를 활성화합니다.그러면 선택한 비트가 상태 바이트로 보고
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레지스터에 포함된 비트 10진수 값의 합과 동일한 10진수 값 +512

활성화 레지스터에서 비트 9(값 512)를 활성화합니다.
STAT:QUES:ENAB 512

l <enable_value>를 사용하여 상태 바이트로 보고되는 비트를 지정합니다.지정된 값은 활성화할 레지스터 비트의 이
진 가중치 합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비트 5(값 32)및 비트 9(값 512)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10진수 값은 544가 됩니
다.

l 다음을 사용하여 활성화 레지스터를 삭제합니다.

l STATus:Questionable:ENABle 0

l STATus:PRESet

l 전원 껐다 켜기

l *CLS를 실행하면 활성화 레지스터는 삭제하지 않고 이벤트 레지스터를 삭제합니다.

l *RST는 이 레지스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 쿼리는 활성화 레지스터를 읽고 레지스터에 설정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과 같은 10진수 값을 반환합니다.을
(를)읽습니다.예를 들어 비트 0(값 1)및 비트 1(값 2)을 설정하면 쿼리는 +3을 반환합니다.

STATus:QUEStionable[:EVENt]?

문제성 데이터 레지스터 그룹에 대해 이벤트 레지스터를 쿼리합니다.이 레지스터는 읽기 전용이며 비트는 레지스터를 읽
으면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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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512

이벤트 레지스터를 읽습니다(비트 9가 설정됨).
STAT:QUES?

l 설정된 비트는 이 쿼리 또는 *CLS를 통해 지워질 때까지 설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l *RST, STATus:PRESet및 *PSC는 이 레지스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 쿼리는 레지스터를 읽고 레지스터에 설정된 모든 비트의 이진 가중치 합과 같은 10진수 값을 반환합니다.이벤트를 읽
습니다.예를 들어 비트 1(값 2)및 비트 9(값 512)를 설정하면 쿼리는 "+514"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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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하위 시스템 소개
SUM하위 시스템에서는 채널 기본 신호에 변조 소스 신호를 추가합니다.그러면 한 채널에서 2톤 신호를 생성하거나 기본
신호에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UM기능은 변조 하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보조 소스를 사용합니다.

변조 또는 SUM기능은 한 번에 한 채널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채널을 하나만 사용하여 노이즈를 FM신호에 추가할 수
는 없습니다.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두 채널 계측기의 두 채널을 단일 채널 출력 커넥터로 조합하는 COMBine:FEED를 사용
하십시오.

신호에 대해 SUM을 실행할 때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l 신호의 피크 진폭은 계측기의 출력 정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해당 채널에서 다른 내부 또는 외부 변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본 신호와 SUM신호에 대한 기능을 설정한 후 SOURce[1|2]:PHASe:SYNChronize를 전송하여 기본 신호와 SUM신호 간
에 위상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신호 간의 위상은 임의 위상이 됩니다.

예제

SUM파형 생성

1. 반송파 구성: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을 사용하여 반송파의 함수,주파수,진폭 및 오프
셋을 지정합니다.

2. SUM 소스 선택: 계측기는 내부 또는 외부 변조 소스(EXT, Channel 1, Channel 2)를 수신합니다. SUM:SOURce를 사
용하여 변조 소스를 선택합니다.외부 변조 소스의 경우에는 3 ~ 4단계를 건너뛰십시오.

3. SUM 파형 구성: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명령을 사용하여 SUM파형을 구성합니다.

4. SUM을 실행할 진폭 백분율 설정:SUM:AMPLitude.

5. SUM 변조 활성화:SUM:STATe:ON

6. 두 채널 계측기의 다른 채널을 사용 중인 경우PHASe:SYNChronize를 사용하여 채널을 동기화합니다.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SOURce1:FUNCtion RAMP

SOURce1:FREQuency +2000.0

SOURce1:VOLTage +1.0

SOURce1:VOLTage:OFFS +0.0

SOURce1:FUNCtion:RAMP:SYMMetry +50.0

SOURce2:FUNCtion SQU

SOURce2:FREQuency +4000.0

SOURce2:VOLTage +1.0

SOURce2:VOLTage:OFFS +0.0

SOURce1:SUM:AMPLitude +50.0

SOURce1:SUM:SOURce CH2

SOURce1:SUM:STATe 1

SOURce1:PHASe:SYNC

OUTPut1 1

OUTPut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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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SUM:AMPLitude <amplitude>
[SOURce[1|2]:]SUM:AMPLitude? [{MINimum|MAXimum}]

내부 변조 깊이(또는 "백분율 변조")를 백분율 단위로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반송파 진폭의 백분율(0 ~ 100)로 설정된 적절한 SUM신호 진폭(기본값 0.1) +3.200000000000000E+00

내부 SUM신호 진폭을 신호 진폭의 1.0%로 설정합니다.
SUM:AMPL 1.0
PHAS:SYNC

채널 2의 내부 SUM신호 진폭을 신호 진폭의 0.15%로 설정합니다.
SOUR2:SUM:AMPL 0.15

l 기본 신호와 SUM신호에 대한 기능을 설정한 후 SOURce[1|2]:PHASe:SYNChronize를 전송하여 기본 신호와 SUM신
호 간에 위상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신호 간의 위상은 임의 위상이 됩니다.

l SUM의 출력은 50Ω로드로 입력 시 ±5V피크 출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외부 SUM소스(SUM:SOURce EXTernal)를 선택하는 경우 반송파가 외부 파형에 추가됩니다. SUM신호는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입니다.예를 들어 사인 파형의 반송파 진폭을 4Vpp로 설정하고
SUM:AMPLitude을 사용하여 총량 진폭을 20%로 설정하여 최대 총량 값이 800mVpp가 되는 경우 EXT신호가 +5V이
면 최대 진폭 4.8Vpp에서 추가 신호가 출력됩니다.변조 신호가 -5V일 때는 최소 진폭 -4.8Vpp에서 추가 신호가 출력됩
니다.변조 입력이 0V이면 신호가 반송파 진폭과 같아집니다.

[SOURce[1|2]:]SUM:INTernal: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SUM:INTernal:FREQuency? [{MINimum|MAXimum}]

내부 총량 소스(SUM:SOURce:INTernal)를 선택하는 경우 SUM파형의 주파수를 설정합니다.변조 소스 파형은 이 주파수
(해당 파형의 주파수 한계 이내)에서 작동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μHz ~내부 함수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값 기본값 100Hz +1.000000000000000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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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다음 명령은 채널 2에서 SUM주파수를 10kHz로 설정합니다.
SOUR2:SUM:INT:FREQ 10000

SOUR2:PHAS:SYNC다음 명령은 채널 1에서 SUM주파수를 1μHz로 설정합니다.
SUM:INT:FREQMIN
PHAS:SYNC

l 기본 신호와 SUM신호에 대한 기능을 설정한 후 SOURce[1|2]:PHASe:SYNChronize를 전송하여 기본 신호와 SUM신
호 간에 위상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신호 간의 위상은 임의 위상이 됩니다.

l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선택하면 주파수가 임의 파형의 주파수로 변경됩니다.이 주파수는 임의 파형의 포인트 수 및
샘플링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l 변조 소스에 대해 임의 파형을 사용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임의 파형의 샘플링 속도를 나타내는 캐시된 메

타데이터도 변경됩니다. FUNCtion:ARBitrary:FREQuency, FUNCtion:ARBitrary:PERiod및
FUNCtion:ARBitrary:SRATe를 사용하여 임의 파형의 변조 주파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의 주파수가 마지막으로 재
생되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과 변조 주파수 명령은 직접적으로 커플링됩니다.
나중에 변조를 끄고 동일한 임의 파형을 현재 기능으로 선택하면 샘플링 속도와 포인트 수를 기반으로 하는 해당 주파

수는 임의 파형을 변조 소스로 재생했을 때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l 내부 함수가 TRIangle, UpRamp또는 DnRamp인 경우 최대 주파수는 200kHz로 제한됩니다.내부 함수가 PRBS이면
주파수는 비트 레이트를 기준으로 하며 50Mbps로 제한됩니다.

[SOURce[1|2]:]SUM:INTernal:FUNCtion <function>
[SOURce[1|2]:]SUM:INTernal:FUNCtion?

SUM파형(기본 파형에 추가되는 파형)을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SINusoid|SQUare|RAMP|NRAMp|TRIangle|NOISe|PRBS|ARB},기본
값 SINusoid

SIN, SQU, RAMP, NRAM, TRI, NOIS, PRBS또
는 ARB

채널 2의 사인 파형을 SUM파형 형태로 선택합니다.
SOUR2:SUM:INT:FUNC SIN

l 기본 신호와 SUM신호에 대한 기능을 설정한 후 SOURce[1|2]:PHASe:SYNChronize를 전송하여 기본 신호와 SUM신
호 간에 위상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신호 간의 위상은 임의 위상이 됩니다.

l 이 명령은 내부 SUM소스(SUM:SOURce INTernal)에만 적용됩니다.

l 반송파가 DC이면 SUM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임의 파형은 반송파인 동시에 SUM파형일 수 없습니다.

아래 표에는 각 반송파와 연관될 수 있는 내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변조 신호

반송파 사인 사각 삼각/램프 노이즈 PRBS Arb 외부

사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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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신호

반송파 사인 사각 삼각/램프 노이즈 PRBS Arb 외부

사각/펄스 • • • • • • •

삼각/램프 • • • • • • •

가우스 노이즈 • • • • • •

PRBS • • • • • •

임의 • • • • • •

시퀀스 임의 • • • • • •

[SOURce[1|2]:]SUM:SOURce {INTernal|EXTernal}
[SOURce[1|2]:]SUM:SOURce?

SUM신호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NTernal|EXTernal}(기본값 INTernal) INT또는 EXT

SUM소스를 EXTernal로 설정합니다.
SUM:SOUR EXT

l 기본 신호와 SUM신호에 대한 기능을 설정한 후 SOURce[1|2]:PHASe:SYNChronize를 전송하여 기본 신호와 SUM신
호 간에 위상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신호 간의 위상은 임의 위상이 됩니다.

l SUM:SOURce EXTernal:반송파가 외부 파형의 SUM이 수행됩니다. SUM신호의 진폭 및 극성은 후면 패널
Modulation In커넥터의 ±5V신호 레벨에 의해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SUM:AMPLitude를 사용하여 SUM진폭을
2.0Vpp로 설정한 경우 EXT신호가 +5V이면 SUM신호는 2Vpp가 됩니다.변조 신호가 -5V일 때는 SUM신호에 전체 진
폭 및 반대 극성이 적용됩니다.

[SOURce[1|2]:]SUM:STATe {ON|1|OFF|0}
[SOURce[1|2]:]SUM:STATe?

SUM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SUM을 활성화합니다.
SUM:STA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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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본 신호와 SUM신호에 대한 기능을 설정한 후 SOURce[1|2]:PHASe:SYNChronize를 전송하여 기본 신호와 SUM신
호 간에 위상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신호 간의 위상은 임의 위상이 됩니다.

l 여러 파형의 변경을 방지하려면 다른 SUM파라미터를 구성한 후에 SUM을 활성화하십시오.

l 변조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 계측기에서는 스위프 또는 버스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SUM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SUM을 활성화하면 스위프 또는
버스트 모드가 꺼집니다.

l SUM:STATe ON을 사용하는 경우 SUM진폭과 반송파 진폭의 합은 프로그래밍된 한계 또는 계측기 출력 정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UM:STATe ON을 설정하는 경우 출력 정격이나 한계가 초과되면 SUM:STATe가 OFF로 설정되고 계측기
에서 설정 충돌 오류가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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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 하위 시스템 소개

SWEep 하위 시스템 소개
주파수 스위프 생성

1. 파형 형태, 진폭 및 오프셋 설정:APPLy또는 동일한 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명령을 사
용하여 기능,주파수,진폭 및 오프셋을 선택합니다.사인,사각,램프,펄스 또는 임의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노이
즈, PRBS및 DC는 사용 불가).

2. 스위프의 주파수 경계 선택: FREQuency:STARt및 FREQuency:STOP또는 FREQuency:CENTer및 FREQuency:SPAN

3. 선형 또는 로그 스위프 모드 선택: SWEep:SPACing

4. 스위프 시간 선택: SWEep:TIME

5. 스위프 홀드 및 복귀 시간 설정: SWEep:HTIMe및 SWEep:RTIMe

6. 스위프 트리거 소스 선택: TRIGger[1|2]:SOURce

7. 마커 주파수 설정(옵션):MARKer:FREQuency

8. 스위프 활성화: SWEep:STATe ON

다음 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는 파형을 생성합니다.

SOURce1:FUNCtion SINE

SOURce1:FREQuency +2.0E+03

SOURce1:FREQuency:STARt +2.0E+03

SOURce1:FREQuency:STOP +6.0E+03

SOURce1:VOLTage +1.0

SOURce1:VOLTage:OFFS +0.0

SOURce1:SWEep:TIME +5.0E-03

TRIGger1:SOURce IMM

SOURce1:FREQuency:MODE SWE

OUTPut1 1

[SOURce[1|2]:]SWEep:HTIMe {<hold_time> | MINimum | MAXimum}
[SOURce[1|2]:]SWEep:HTIMe? [{MINimum|MAXimum}]

시작 주파수로 복귀하기 전에 스위프가 정지 주파수에서 홀드(일시 정지)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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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 하위 시스템 소개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 ~ 3600(기본값 0) +3.400000000000000E+00

스위프 유지 시간을 3.4초로 설정합니다.
SWE:HTIM 3.4

[SOURce[1|2]:]SWEep:RTIMe {<return_time> | MINimum | MAXimum}
[SOURce[1|2]:]SWEep:RTIMe? [ MINimum | MAXimum ]

스위프가 정지 주파수에서 시작 주파수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 ~ 3600(기본값 0) +5.600000000000000E+00

스위프 복귀 시간을 5.6초로 설정합니다.
SWE:RTIM 5.6

l 복귀 스위프는 SWEep:SPACing설정에 관계없이 항상 선형 스위프입니다.

[SOURce[1|2]:]SWEep:SPACing {LINear|LOGarithmic}
[SOURce[1|2]:]SWEep:SPACing?

스위프에 대해 선형 또는 로그 간격을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LINear|LOGarithmic}(기본값 LIN) LIN또는 LOG

로그 스위프 간격을 설정합니다.
SWE:SPAC LIN

l LINear:스위프 중에 출력 주파수가 선형으로(시작 주파수에서 정지 주파수로)변화합니다.

l LOGarithmic:스위프 중에 출력 주파수가 로그 방식으로(시작 주파수에서 정지 주파수로)변화합니다.

[SOURce[1|2]:]SWEep:STATe {ON|1|OFF|0}
[SOURce[1|2]:]SWEep:STATe?

스위프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스위프를 활성화합니다.
SWE:STA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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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SWEep:TIME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SWEep:TIME? [{MINimum|MAXimum}]

시작 주파수에서 정지 주파수까지 스위프할 시간(초)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선형 스위프의 경우 1ms ~ 250,000s,로그 스위프의 경우 최대 500s(기본
값 1s)

+2.500000000000000E+01

스위프 시간을 25s로 설정합니다.
SWE:TIME 25

l 스위프에 포함된 이산 주파수 포인트의 수는 스위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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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하위 시스템
SYSTem하위 시스템에서는 계측기 상태 저장소,전원 차단 호출,오류 상황,자가 테스트,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제어 및 원
격 인터페이스 구성을 관리합니다.

계측기는 SCPI텔넷 세션용으로는 LAN포트 5024를 사용하고 SCPI소켓 세션용으로는 포
트 5025를 사용합니다.

l SYSTem:BEEPer[:IMMediate] -신호음을 한 번 울립니다.

l SYSTem:BEEPer:STATe -신호음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l SYSTem:COMMunicate:ENABle - GPIB, USB, LAN인터페이스 및 원격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l SYSTem:COMMunicate:GPIB:ADDRess -계측기 GPIB(IEEE-488)주소를 할당합니다.

l SYSTem:DATE -시스템 시계 날짜를 설정합니다.

l SYSTem:ERRor? -오류 대기열에서 오류 하나를 읽고 삭제합니다.

l SYSTem:LICense:CATalog? -설치된 라이센스가 있는 옵션을 나열합니다.

l SYSTem:LICense:DELete -라이센스를 삭제합니다.

l SYSTem:LICense:DELete:ALL -모든 라이센스를 삭제합니다.

l SYSTem:LICense:DESCription? -라이센스가 있는 옵션의 설명을 반환합니다.

l SYSTem:LICense:ERRor? -라이센스 설치 중에 생성된 오류를 나열합니다.

l SYSTem:LICense:ERRor:COUNt? -라이센스 설치 중에 생성된 오류의 수를 나열합니다.

l SYSTem:LICense:INSTall -파일 또는 폴더에서 라이센스를 설치합니다.

l SYSTem:LOCK:NAME? -현재 I/O인터페이스를 반환합니다.

l SYSTem:LOCK:OWNer? -잠금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를 반환합니다.

l SYSTem:LOCK:RELease -잠금을 해제하고 잠금 카운트를 1씩 줄입니다.

l SYSTem:LOCK:REQuest? -현재 인터페이스 잠금을 요청합니다.

l SYSTem:SECurity:IMMediate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계측기 메모리를 삭제합니다.

l SYSTem:TIME -시스템 시계 시간을 설정합니다.

l SYSTem:VERSion? -계측기에서 사용하는 SCPI버전을 반환합니다.

SYSTem:BEEPer[:IMMediate]

신호음을 한 번 울립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신호음을 한 번 울립니다.
SYST: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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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그래밍된 신호음을 전송하면 프로그램 개발 및 문제 해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l 이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신호음 상태(SYSTem:BEEPer:STATe)를 무시합니다.즉,신호음이 꺼져 있어도 신호음이 한
번 울릴 수 있습니다.

SYSTem:BEEPer:STATe {ON|1|OFF|0}
SYSTem:BEEPer:STATe?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면 패널 또는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울리는 신호음을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N) 0 (OFF) or 1 (ON)

신호음 상태를 비활성화합니다.
SYST:BEEP:STAT OFF

l 신호음을 꺼도 전면 패널 키 클릭음은 비활성화되지 않습니다.

l SYSTem:BEEPer를 전송하면 신호음 상태가 OFF일 때도 신호음이 항상 울립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SYSTem:COMMunicate:ENABle {ON|1|OFF|0}, <interface>
SYSTem:COMMunicate:ENABle? <interface>

GPIB, USB또는 LAN원격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또한 소켓,텔넷, VXI11,내장 웹 인터페이스 등의
사용 가능한 원격 서비스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기본값은 ON) 0 (OFF) or 1 (ON)

{GPIB|USB|LAN|SOCKets|TELNet|VXI11|WEB}

USB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합니다.
SYST:COMM:ENAB OFF,USB

USB인터페이스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SYST:COMM:ENAB? USB

인터페이스 또는 LAN서비스를 비활성화하거나 다시 활성화할 때는 전원을 껐다 켜서 새 설정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l LAN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하는 경우 계측기를 켤 때 연결된 모든 LAN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SYSTem:SECurity:IMMediate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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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COMMunicate:GPIB:ADDRess {<address>}
SYSTem:COMMunicate:GPIB:ADDRess?

전원을 켤 때 표시되는 계측기의 GPIB(IEEE-488)주소를 할당합니다. GPIB인터페이스의 각 장치에는 고유한 주소가 있어
야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0 to 30, default 10 +15

GPIB주소를 15로 설정합니다.
SYST:COMM:GPIB:ADDR 15

l 컴퓨터의 GPIB인터페이스 카드에는 자체 주소가 있습니다.계측기의 GPIB버스에는 이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SYSTem:SECurity:IMMediate는 GPIB주소를 10으로 설정합니다.

l 이 명령을 적용하려면 전원을 껐다가 켜야 합니다.

SYSTem:DATE <yyyy>, <mm>, <dd>
SYSTem:DATE?

시스템 시계 날짜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yyyy> 2000 ~ 2100
<mm> 1 ~ 12
<dd> 1 ~ 31

+2011,+7,+26

시스템 날짜를 2011년 7월 26일로 설정합니다.
SYST:DATE 2011,7,26

SYSTem:ERRor?

오류 대기열에서 오류 하나를 읽고 삭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113,"Undefined header"

오류 대기열에서 첫째 오류를 읽고 삭제합니다.
SYST:ERR?

l 오류 대기열에는 명령 구문 또는 하드웨어 오류를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l 오류 검색은 선입선출(FIFO),방식이며 오류는 읽으면 지워집니다. SYSTem:BEEPer:STATe OFF를 사용하면 비활성
화한 경우가 아니면 계측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신호음을 한 번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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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개가 넘는 오류가 발생하면 대기열에서 마지막에 저장된 오류(가장 최근의 오류)가 -350,"Error queue overflow"로
대체됩니다.대기열에서 오류를 제거할 때까지 오류가 추가 저장되지 않습니다.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
대기열을 읽으면 계측기에서 +0,"No error"로 응답합니다.

l 오류 대기열은 *CLS를 실행할 때와 전원을 껐다 켤 때 삭제됩니다.그러나 *RST에 의해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l 오류의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오류 문자열에는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rror code>,<error string>

여기서

<error code>는 3자리 코드로 앞에 대시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error string>은 따옴표로 묶인 ASCII문자열(최대 255자)입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옵션

다음 명령은 라이센스가 있는 옵션과 연결됩니다.라이센스가 있는 옵션의 이름은 아래와 같이 지정됩니다.

옵션 코드 설명

OCXO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

MEM 16MSa ARB메모리

GPIB GPIB인터페이스(3352xA에 한함)

SEC NISPOM및 파일 보안 활성화

BW30 대역폭을 30MHz로 높임

ARB 임의 파형

IQP IQ Player(두 채널 계측기에 한함)

SYSTem:LICense:CATalog?

설치된 라이센스가 있는 옵션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 반환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SEC","IQP","MEM"

현재 라이센스가 있는 옵션을 반환합니다.
SYST:LIC:CAT?

l 라이센스가 필요한 설치된 옵션만 반환됩니다.

SYSTem:LICense:DELete "<option_name>"

라이센스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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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SEC|IQP|MEM|BW30} (없음)

IQ Player용 라이센스를 삭제합니다.
SYST:LIC:DEL "IQP"

l 유효한 옵션 이름은 설치된 라이센스가 있는 옵션을 나타내는 큰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입니다.
SYSTem:LICense:CATalog?를 사용하면 이러한 이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SYSTem:LICense:DELete:ALL

모든 라이센스를 삭제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모든 라이센스를 삭제합니다.
SYST:LIC:DEL:ALL

SYSTem:LICense:DESCription? "<option_name>"

현재 라이센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된 옵션의 설명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라이센스가 있는 옵션 목록 참조 "ExtendedMemory Option: 16 MSa/channel waveform memory"

옵션 002의 설명을 반환합니다.
SYST:LIC:DESC? "MEM"

l 옵션 이름은 라이센스가 있을 수 있는 옵션을 나타내는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입니다. SYSTem:LICense:CATalog?를 사
용하면 설치된 라이센스가 있는 항목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SYSTem:LICense:ERRor?

SYSTem:LICense:INSTall에 의해 생성된 모든 오류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279File: MyFile.lic<CR><LF>[Ignored - The license file is not formatted
correctly.]<CR><LF>

라이센스 설치 오류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SYST:LIC:ERR?

l 문자열은 최대 2,096자입니다.

l 캐리지 리턴과 라인피드를 포함하여 여러 줄 ASCII텍스트가 들어 있는 한정된 길이의 블록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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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LICense:ERRor:COUNt?

SYSTem:LICense:INSTall에 의해 생성된 라이센스 오류 수를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0

라이센스 오류 수를 반환합니다.
SYST:LIC:ERR:COUN?

SYSTem:LICense:INSTall [{<folder> | <file>}]
SYSTem:LICense:INSTall? <option>

이 명령을 실행하면 지정된 폴더의 지정된 파일 또는 모든 라이센스 파일에 있는 모든 라이센스를 설치합니다.쿼리는 지정
된 라이센스 설치 여부를 나타내는 0또는 1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folder>는 임의의 유효한
폴더 이름입니다.기본값은
전면 패널 USB저장 장치
의 루트 디렉터리입니다.

<file>은 임의의 유효한 라
이센스 파일 이름일 수 있

습니다.

<option은 라이센스가 있
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0(라이센스가 설치되지 않음)또는 1(라이센스가 설치됨)

파일에서 라이센스를 설치합니다.
SYST:LIC:INSTALL "USB:\33522B_LICENSE071.lic"

l 라이센스 파일의 확장명은 ".lic"여야 합니다.

l <file>의 형식은 "[<drive>:<path>]<file_name>"입니다.여기서 <drive>는 INTernal또는 USB일 수 있고 <path>
는 절대 폴더 경로여야 합니다.

l INTernal은 내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지정합니다.USB는 전면 패널 USB저장 장치를 지정합니다.

l <drive>:<path>를 생략하면 MMEMory:CDIRectory명령에 의해 지정되는 폴더가 사용됩니다.

l 절대 경로는 "\"또는 "/"로 시작하며 <drive>의 루트 폴더에서 시작됩니다.

l 폴더 및 파일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l 폴더와 파일 이름의 조합은 24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l 지정한 폴더가 있어야 하며 숨겨진 폴더 또는 시스템 폴더로 표시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SYSTem:LOCK:NAME?

현재 I/O인터페이스(쿼리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I/O인터페이스)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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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LAN169.254.149.35"

인터페이스 잠금 예제 참조

l 이 명령을 통해 사용 중인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는 SYSTem:LOCK:OWNer?를 사용하여 잠금이 설정된 인
터페이스(있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l 쿼리하는 컴퓨터에서 사용 중인 I/O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USB", "VXI11", "GPIB"또는 "LAN <IP Address>"를 반
환합니다.

SYSTem:LOCK:OWNer?

현재 잠금이 설정된 I/O인터페이스를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LAN169.254.149.35"

인터페이스 잠금 예제 참조

l 잠금이 활성 상태이면 표준 작동 레지스터에서 비트 10이 설정됩니다(STATus:OPERation:CONDition?).모든 I/O인터
페이스에서 잠금이 해제되면 이 비트가 지워집니다.

l 현재 잠금이 설정된 I/O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USB", "VXI11", "GPIB"또는 "LAN <IP Address>"를 반환합니다.잠
금이 설정된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NONE"이 반환됩니다.

SYSTem:LOCK:RELease

잠금 카운트를 1씩 줄이며,명령을 실행하는 I/O인터페이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인터페이스 잠금 예제 참조

l 잠금이 활성 상태이면 표준 작동 레지스터에서 비트 10이 설정됩니다(STATus:OPERation:CONDition?).모든 I/O인터
페이스에서 잠금이 해제되면 이 비트가 지워집니다.

SYSTem:LOCK:REQuest?

현재 I/O인터페이스의 잠금을 요청합니다.이렇게 하면 계측기 구성을 잠그거나 다른 컴퓨터와 협업하여 계측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0(거부)또는 1(허용)

인터페이스 잠금 예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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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잠금 요청은 중첩될 수 있습니다.각 요청 시에는 잠금 카운트가 1씩 증가합니다.모든 요청에 대해 동일한 I/O인터페
이스에서 해제( SYSTem:LOCK:RELease)를 수행해야 합니다.

l 잠금은 I/O인터페이스 레벨(USB, LAN등)에서 처리되며,해당 인터페이스에서 스레드 및/또는 프로그램 간의 모든 조
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l 요청이 허용되면 현재 인터페이스의 I/O세션에서만 계측기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른 I/O인터페이스에서는 계
측기 상태를 쿼리할 수만 있습니다.

l LAN분리가 탐지되면 LAN세션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l 잠금을 허용하면 표준 작동 레지스터에서 비트 10이 설정됩니다(STATus:OPERation:CONDition?).

SYSTem:SECurity:IMMediate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계측기 메모리를 삭제합니다.이 명령은 NISPOM(National Instrument Security Program
OperatingManual) 8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계측기 메모리를 삭제합니다.
SYST:SEC:IMM

NISPOM을 준수해야 하는 군 계약업체 등의 고객은 이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러나 이 명령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플래시 메모리에서 실행 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모든 사용자 정의 상태 정보,사용자 정의 임의 파형 및 사용자 정의 I/O
설정(예: IP주소)이 폐기됩니다.

l 일반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계측기를 제거하기 전에 사용됩니다.

l 모든 계측기 설정을 출고 시 재설정(*RST)값으로 초기화합니다.

SYSTem:TIME <hh>, <mm>, <ss>
SYSTem:TIME?

시스템 시계 시간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hh> 0 ~ 23
<mm> 0 ~ 59
<ss> 0 ~ 60

20,15,30.000

시스템 시간을 20시 15분 30초(오후 8시 15분 30초)로 설정합니다.
SYST:TIM 20,15,30

l 이 시간은 대용량 메모리(MMEMory)시스템에서 파일 타임스탬프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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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VERSion?

계측기가 준수하는 SCPI(Standard Commands for Programmable Instruments)버전을 반환합니다.전면 패널에서는 확
인할 수 없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1994.0

SCPI버전을 반환합니다.
SYST:VERS?

인터페이스 잠금 예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명령은 사용 방법을 보여 줍니다.

Initial State = unlocked, Count = 0

<FROM USB> SYST:LOCK:REQ?    returns 1 (request successful)

State = locked, Count = 1

<FROM LAN> SYST:LOCK:REQ? returns 0 because USB has lock

State = locked, Count = 1

<FROM USB> SYST:LOCK:REQ? returns 1 (request successful)

State = locked, Count = 2

<FROM USB> SYST:LOCK:REL

State = locked, Count = 1

<FROM USB> SYST:LOCK:REL

State = unlocked, Count = 0

정상적인 각 잠금 요청에는 잠금 해제가 필요합니다.즉,요청이 두 개이면 해제도 두 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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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구성
LAN(Local Area Network)을 통해 원격 작업용으로 계측기를 구성합니다.

계측기는 SCPI텔넷 세션용으로는 LAN포트 5024를 사용하고 SCPI소켓 세션용으로는
포트 5025를 사용합니다.

도트 표기 세부사항

PC의 웹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선행 0이 있는 바이트 값을 8진수(기준 8)숫자로 해석하므로 도트 표기 주소
("nnn.nnn.nnn.nnn",여기서 "nnn"은 0 ~ 255사이의 바이트 값)를 표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192.168.020.011"의 경우 8진수에서 ".020"은 "16"으로, ".011"은 "9"로 해석되므로 실제로 10진수 "192.168.16.9"
에 해당합니다.혼동을 피하려면 선행 0이 없는 10진수 값(0 ~ 255)만 사용하십시오.

SYSTem:COMMunicate:LAN:CONTrol?

소켓 통신용으로 초기 컨트롤 연결 포트 번호를 읽습니다.이 연결을 사용하여 명령과 쿼리를 전송 및 수신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5000(인터페이스에서 소켓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0)

컨트롤 연결 포트 번호를 반환합니다.
SYST:COMM:LAN:CONT?

l 컨트롤 소켓 연결을 사용하여 Device Clear를 계측기로 전송하거나 보류 중인 서비스 요청(SRQ)이벤트를 탐지합니다.
Device Clear명령은 "DCL"입니다.

SYSTem:COMMunicate:LAN:DHCP {ON|1|OFF|0}
SYSTem:COMMunicate:LAN:DHCP?

계측기의 DHCP사용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약자 DHCP는 네트워크 장치에 동적 IP주소를 할당하는 프로토콜
인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을 의미합니다.동적 주소 지정을 사용하는 경우 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마
다 다른 IP주소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ON:계측기가 DHCP서버에서 IP주소를 가져옵니다. DHCP서버가 발견되면 계측기에 동적 IP주소,서브넷 마스크,기본
게이트웨이를 할당합니다.

OFF 또는 DHCP 사용 불가:전원을 켜는 중에 계측기에서 정적 IP주소,서브넷 마스크 및 기본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SYSTem:COMMunicate:LAN:UPDate를 전송하여 새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
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N) 0 (OFF) or 1 (ON)

DHCP를 비활성화합니다.
SYST:COMM:LAN:DHCP OFF
SYST:COMM:LAN:UPDate

l 대부분의 기업 LAN에는 DHCP서버가 있습니다.

l DHCP LAN주소가 DHCP서버에서 할당되지 않으면 약 2분 후에 정적 IP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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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계측기 출고 시나 SYSTem:SECurity:IMMediate실행 후에 활성화됩니다.

SYSTem:COMMunicate:LAN:DNS[1|2] "<address>"
SYSTem:COMMunicate:LAN:DNS[1|2]? [{CURRent|STATic}]

DNS(Domain Name System)서버의 정적 IP주소를 할당합니다.기본 및 보조 서버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
용은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HCP가 사용 가능하고 활성화된 경우 DHCP는 DNS서버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합니
다.이 자동 할당 DNS주소는 이 명령으로 할당된 정적 DNS주소보다 우선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SYSTem:COMMunicate:LAN:UPDate를 전송하여 새 설정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명령은 "nnn.nnn.nnn.nnn"이고 기본값은 "0.0.0.0"입니다.

쿼리: {CURRent|STATic},기본값 CURRent

"198.105.232.4"

정적 기본 DNS주소를 설정합니다.
SYST:COMM:LAN:DNS "198.105.232.4"
SYST:COMM:LAN:UPD

l CURRent:계측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주소를 읽습니다.

l STATic: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정적 주소를 읽습니다. DHCP가 비활성화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면 이 주소가 사용
됩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SYSTem:SECurity:IMMediate를 통해 "0.0.0.0"으로 설정됩니다.

SYSTem:COMMunicate:LAN:DOMain?

계측기에 연결된 LAN의 도메인 이름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example.com"

계측기에서 사용 중인 도메인 이름을 반환합니다.
SYST:COMM:LAN:DOM?

l 네트워크에서 동적 DNS(Domain Name System)를 사용할 수 있고 계측기가 DHC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켤 때
동적 DNS서비스에 도메인 이름이 등록됩니다.

l null문자열("")은 도메인 이름이 할당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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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COMMunicate:LAN:GATeway "<address>"
SYSTem:COMMunicate:LAN:GATeway? [{CURRent|STATic}]

계측기에 기본 게이트웨이를 할당합니다.지정된 IP주소가 설정하는 기본 게이트웨이를 통해 계측기가 로컬 서브넷에 없
는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기본 게이트웨이에서는 로컬 서브넷에 없는 장치용으로 지정된 패킷이 서브넷
마스크 설정에 의해 결정된 대로 전송됩니다. DHCP가 활성화된 경우(SYSTem:COMMunicate:LAN:DHCP)지정된 기본 게
이트웨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DHCP서버가 유효한 IP주소를 할당하지 못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기본 게이트웨
이가 사용됩니다.자세한 내용은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SYSTem:COMMunicate:LAN:UPDate를 전송하여 새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
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명령은 "nnn.nnn.nnn.nnn"이고 기본값은 "0.0.0.0"입니다.

쿼리: {CURRent|STATic},기본값 CURRent

"198.105.232.1"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합니다.
SYST:COMM:LAN:GATEWAY "198.105.232.1"
SYST:COMM:LAN:UPD

l CURRent:계측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주소를 읽습니다.

l STATic: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정적 주소를 읽습니다. DHCP가 비활성화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면 이 주소가 사용
됩니다.

l 계측기 출고 시나 SYSTem:SECurity:IMMediate실행 후에 "0.0.0.0"으로 설정됩니다.

SYSTem:COMMunicate:LAN:HOSTname "<name>"
SYSTem:COMMunicate:LAN:HOSTname? [{CURRent | STATic}]

계측기에 호스트 이름을 할당합니다.호스트 이름은 도메인 이름의 호스트 부분이며, IP주소로 변환됩니다.네트워크에서
동적 DNS(Domain Name System)를 사용할 수 있고 계측기가 DHC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켤 때 동적 DNS서비스
에 호스트 이름이 등록됩니다. DHCP가 활성화된 경우(SYSTem:COMMunicate:LAN:DHCP) DHCP서버가 지정된 호스트 이
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SYSTem:COMMunicate:LAN:UPDate를 전송하여 새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최대 15자의 문자열입니다.
문자(A-Z)로 시작해야 함
문자,숫자(0-9)또는 대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LAB1-33522A"

호스트 이름을 정의합니다.
SYST:COMM:LAN:HOST "LAB1"
SYST:COMM:LAN:U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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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33521A-nnnnn"또는 "A-33522A-nnnnn"으로 설정됩니다.여기서 nnnnn은 계측기 출고 시 또는
SYSTem:SECurity:IMMediate실행 후 설정되는 계측기 일련 번호의 마지막 5자리입니다.

l 호스트 이름이 없으면 null문자열( "" )이 반환됩니다.

SYSTem:COMMunicate:LAN:IPADdress "<address>"
SYSTem:COMMunicate:LAN:IPADdress? [{CURRent|STATic}]

계측기의 정적 IP(Internet Protocol)주소를 할당합니다. DHCP가 활성화된 경우(SYSTem:COMMunicate:LAN:DHCP)지
정된 정적 IP주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SYSTem:COMMunicate:LAN:UPDate를 전송하여 새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명령은 "nnn.nnn.nnn.nnn"이고 기본값은 "0.0.0.0"입니다.

쿼리: {CURRent|STATic},기본값 CURRent

"169.254.149.35"

정적 IP주소를 설정합니다.
SYST:COMM:LAN:IPAD "169.254.149.35"
SYST:COMM:LAN:UPD

l CURRent:계측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주소를 읽습니다.

l STATic: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정적 주소를 읽습니다. DHCP가 비활성화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면 이 주소가 사용
됩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계측기 출고 시나 SYSTem:SECurity:IMMediate실행 후에 "169.254.5.21"로 설정됩니다.

SYSTem:COMMunicate:LAN:MAC?

계측기의 MAC(미디어 액세스 제어)주소를 읽습니다.

LAN관리자가 이 장치에 대해 정적 IP주소를 할당하려면 MAC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0030D3001041"

MAC주소를 반환합니다.
SYST:COMM:LAN:MAC?

l MAC주소는 링크 계층 주소,이더넷(스테이션)주소, LANIC ID또는 하드웨어 주소라고도 합니다.이 주소는 제조사에
서 각각의 고유한 인터넷 장치에 할당하는 변경 불가능한 48비트 주소입니다.

l 계측기의 MAC주소는 출고 시 설정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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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COMMunicate:LAN:SMASk "<mask>"
SYSTem:COMMunicate:LAN:SMASk? [{CURRent | STATic}]

계측기에 서브넷 마스크를 할당합니다.계측기는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IP주소가 동일한 로컬 서브넷에
있는지 확인합니다.클라이언트 IP주소가 다른 서브넷에 있을 경우 패킷이 모두 기본 게이트웨이로 전송됩니다.자세한 내
용은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SYSTem:COMMunicate:LAN:UPDate를 전송하여 새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
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명령은 "nnn.nnn.nnn.nnn"이고 기본값은 "0.0.0.0"입니다.

쿼리: {CURRent|STATic},기본값 CURRent

"255.255.0.0"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SYST:COMM:LAN:SMAS "255.255.255.0"
SYST:COMM:LAN:UPD

l DHCP가 활성화된 경우(SYSTem:COMMunicate:LAN:DHCP)지정된 서브넷 마스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DHCP서버가 유효한 IP주소를 할당하지 못하면 계측기가 AutoIP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l 값이 "0.0.0.0"또는 "255.255.255.255"이면 서브넷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서브넷 마스크는 계측기 출고 시나 SYSTem:SECurity:IMMediate명령 실행 후에 "255.255.0.0"으로 설정됩니다.

l CURRent:계측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주소를 읽습니다.

l STATic: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정적 주소를 읽습니다. DHCP가 비활성화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면 이 주소가 사용
됩니다.

SYSTem:COMMunicate:LAN:TELNet:PROMpt "<string>"
SYSTem:COMMunicate:LAN:TELNet:PROMpt?

텔넷을 통해 계측기와 통신할 때 표시되는 명령 프롬프트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최대 15자의 문자열 "Command>"

명령 프롬프트를 설정합니다.
SYST:COMM:LAN:TELN:PROM "Command>"

l 텔넷 세션은 보통 호스트 컴퓨터 셸에서 시작됩니다.

telnet <IP_address> <port>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telnet 169.254.4.10 5024

텔넷 세션을 종료하려면 <Ctrl+D>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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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계측기 출고 시나 SYSTem:SECurity:IMMediate실행 후에 "33521A> " (애질런트 33521A), "33522A> " (애질런트
33522A)또는 "33500> " (기타 33500시리즈 계측기)으로 설정됩니다.

SYSTem:COMMunicate:LAN:TELNet:WMESsage "<string>"
SYSTem:COMMunicate:LAN:TELNet:WMESsage?

텔넷을 통해 계측기와 통신할 때 표시되는 초기 메시지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최대 63자의 문자열 "Welcome to the Telnet Session"

초기 메시지를 정의합니다.
SYST:COMM:LAN:TELN:WMES "Welcome to the Telnet Session"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계측기 출고 시나 SYSTem:SECurity:IMMediate실행 후에 "Welcome to Agilent's 33521AWaveform Generator"(애
질런트 33521A), "Welcome to Agilent's 33522AWaveform Generator"(애질런트 33522A)또는 "Welcome to
Agilent's 33500-Series Waveform Generator"(기타 33500시리즈 계측기)로 설정됩니다.

SYSTem:COMMunicate:LAN:UPDate

LAN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고 업데이트된 설정을 사용하여 LAN드라이버를 재시작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아래 참조)

l DHCP, DNS,게이트웨이,호스트 이름, IP주소,서브넷 마스크 및 WINS의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이 명령을 전송해야
합니다.

l 이 명령을 전송하기 전에 모든 LAN설정을 변경하십시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정적으로 할당된 LAN설정을 사용하도록 계측기를 구성합니다.

SYST:COMM:LAN:DHCP OFF

SYST:COMM:LAN:DNS "198.105.232.4"

SYST:COMM:LAN:DNS2 "198.105.232.5"

SYST:COMM:LAN:GATEWAY "198.105.232.1"

SYST:COMM:LAN:HOST "LAB1-33522A"

SYST:COMM:LAN:IPAD "198.105.232.101"

SYST:COMM:LAN:SMAS "255.255.255.0"

SYST:COMM:LAN:WINS "198.105.232.4"

SYST:COMM:LAN:WINS "198.105.232.5"

SYST:COMM:LAN:U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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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는 계측기가 다시 DHCP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SYST:COMM:LAN:DHCP ON

SYST:COMM:LAN:UPD

SYSTem:COMMunicate:LAN:WINS[1|2] "<address>"
SYSTem:COMMunicate:LAN:WINS[1|2]? [{CURRent | STATic}]

Windows Internet Name System(WINS)서버의 정적 IP주소를 할당합니다.기본 및 보조 서버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
다.자세한 내용은 LAN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HCP가 사용 가능하고 활성화된 경우 DHCP는 WINS서버 주소를 자동
으로 할당합니다.이 자동 할당 WINS주소는 이 명령으로 할당된 정적 WINS주소보다 우선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SYSTem:COMMunicate:LAN:UPDate를 전송하여 새 설정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명령은 "nnn.nnn.nnn.nnn"이고 기본값은 "0.0.0.0"입니다.

쿼리: {CURRent|STATic},기본값 CURRent

"198.105.232.4"

정적 기본 WINS주소를 설정합니다.
SYST:COMM:LAN:WINS "198.105.232.4"
SYST:COMM:LAN:UPD

l DHCP가 비활성화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면 할당된 WINS주소가 사용됩니다.그렇지 않으면 WINS서버 주소가
DHCP에 의해 자동 할당됩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SYSTem:SECurity:IMMediate실행 후에 "0.0.0.0"(서버 없음)으로 설정됩니다.

l CURRent:계측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주소를 읽습니다.

l STATic: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정적 주소를 읽습니다. DHCP가 비활성화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면 이 주소가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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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TRACk {ON|OFF|INVerted}

[SOURce[1|2]:]TRACk {ON|OFF|INVerted}
두 채널 계측기의 채널 1및 2에서 같은 신호 또는 반전된 극성의 신호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OFF|INVerted} ON, OFF또는 INV

채널 2에서 채널 1과 동일한 신호를 출력하도록 설정합니다.
TRACk ON

l 명명된 채널의 모든 설정을 다음에 설명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다른 채널로 복사합니다.여기에는 주파수 목록 설정과
메모리에 로드된 임의 파형이 포함됩니다.

l INVerted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추적 채널의 진폭이 반전되어 채널 1과 채널 2간의 차동 출력과 비슷한 신호를 형성합
니다. DC오프셋은 반전되지 않습니다.

l TRACk이 ON이면 두 채널 모두 전압 한계가 적용됩니다.즉,채널 중 하나의 전압 한계로 인해 다른 채널의 설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경우 계측기에서 설정 충돌 오류가 발생하고 채널 추적은 OFF상태로 유지됩니다.

l TRACk이 ON이면 두 채널 중 하나의 변경 사항이 두 채널에 모두 적용됩니다. TRACk이 ON또는 INV에서 OFF로 변경되
면 채널의 현재 설정(주파수,진폭 등)은 유지되지만 이제는 다른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 채널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l 전압 한계는 추적 모드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현재 신호를 위반하여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l 추적을 ON으로 설정하면 COMBine:FEED가 NONE으로 설정되며 FREQuency:COUPle, VOLTage:COUPle및
RATE:COUPle이 꺼집니다.

l 추적 중인 채널의 내부 변조 소스가 다른 채널인 경우에는 TRACK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l OUTPut:SYNC:SOURce는 추적 중인 채널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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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 하위 시스템 소개

TRIGger 하위 시스템 소개
시퀀스,목록,버스트 및 스위프에 대해 트리거링을 구성합니다.

TRIGger[1|2] -즉시 트리거

TRIGger[1|2]:COUNt -트리거 카운트

TRIGger[1|2]:DELay -트리거 지연

TRIGger[1|2]:SLOPe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트리거 신호 기울기

TRIGger[1|2]:SOURce -계측기가 트리거를 수신하는 소스(내부,외부,타이머,버스)

TRIGger[1|2]:TIMer? - TRIGger[1|2]:SOURce가 TIMer일 때 사용되는 타이머

TRIGger[1|2]

즉시 트리거가 시퀀스,스위프,목록 또는 버스트를 개시하도록 강제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없음) (없음)

채널 2에서 즉시 트리거를 전송합니다.
TRIG

l IMMediate, EXTernal또는 BUS트리거 소스(TRIGger[1|2]:SOURce)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TRIGger를 사
용하여 외부 트리거를 대기하면서 즉시 트리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l 무시 기능으로 사용됩니다.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제어 트리거링에는 *TRG를 사용합니다.

TRIGger[1|2]:COUNt <number>
TRIGger[1|2]:COUNt?

트리거 카운트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 ~ 1,000,000(기본값 1) 10000

채널 2트리거 카운트를 10,000으로 설정합니다.
TRIG2:COUN 10000

l IMMediate, EXTernal또는 BUS트리거 소스(TRIGger[1|2]:SOURce)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INITiate[1|2]:CONTinuous가 OFF일 때만 적용됩니다.

TRIGger[1|2]:DELay <seconds|MINimum|MAXimum>
TRIGger[1|2]:DELay?

트리거 지연(트리거 가정부터 트리거된 이벤트 발생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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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분해능 4자리의 0 ~ 1000s(기본값 0) +1.050000000000000E-01

채널 1트리거 지연을 105ms로 설정합니다.
TRIG:DEL 105e-3

l IMMediate, EXTernal또는 BUS트리거 소스(TRIGger[1|2]:SOURce)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IGger[1|2]:SLOPe {POSitive|NEGative}
TRIGger[1|2]:SLOPe?

외부 트리거 모드에 대해 후면 패널 Trig In커넥터의 트리거 신호 극성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POSitive|NEGative}(기본값 POS(상승 에지)) POS또는 NEG

트리거 기울기를 하강 에지로 설정합니다.
TRIG:SLOP NEG

TRIGger[1|2]:SOURce {IMMediate|EXTernal|TIMer|BUS}
TRIGger[1|2]:SOURce?

시퀀스,목록,버스트 또는 스위프에 대해 트리거 소스를 선택합니다.계측기는 즉시 또는 타이밍된 내부 트리거,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의 외부 하드웨어 트리거 또는 소프트웨어(버스)트리거를 수신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IMMediate|EXTernal|TIMer|BUS}(기본값 IMMediate) IMM, EXT, TIM, BUS

외부 트리거 소스(Low-true TTL펄스가 후면 패널 트리거 입력에서 수신될 때마다 트리거)를 선택합니다. TRIG:SOUR
EXT

트리거 버스트 모드:

l 트리거가 수신되면 계측기에서 지정된 사이클 수(버스트 카운트)에 대해 파형을 출력합니다.지정된 수의 사이클이 출
력된 후에는 계측기가 정지되며 다음 트리거를 기다립니다.

l IMMediate(내부):버스트 모드를 활성화하면 계측기에서 연속적으로 출력합니다.버스트 생성 속도는
BURSt:INTernal:PERiod로 결정됩니다.

l EXTernal:계측기가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하드웨어 트리거를 수신합니다. Ext Trig에 적절한 극성의 TTL
펄스(TRIGger[1|2]:SLOPe)가 수신될 때마다 계측기는 지정된 사이클 수의 버스트 하나를 출력합니다.버스트 중의 외
부 트리거 신호는 무시됩니다.

l BUS(소프트웨어):계측기는 버스 트리거(*TRG)가 수신될 때마다 버스트 하나를 개시합니다.계측기가 버스 트리거
를 대기할 때는 전면 패널 [Trigger]키에 불이 들어옵니다.

l EXTernal 또는 BUS:버스트 카운트 및 버스트 위상은 계속 적용되지만 버스트 주기는 무시됩니다.

l TIMer:트리거 이벤트의 간격이 타이머에 의해 지정되며 첫째 트리거는 INIT실행 직후에 발생합니다.

주파수 스위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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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MMediate(내부):스위프를 활성화하면 계측기에서 연속적으로 출력합니다.스위프가 생성되는 주기는 스위프 시간
(SWEep:TIME)+1ms입니다.

l EXTERNAL:계측기가 후면 패널 Ext Trig커넥터에서 하드웨어 트리거를 수신합니다. Trig In에 적절한 에지 극성
(TRIGger[1|2]:SLOPe)의 TTL펄스가 수신될 때마다 계측기는 스위프 하나를 개시합니다.트리거 주기는 스위프 시간
(SWEep:TIME)+1ms이상이어야 합니다.

l BUS(소프트웨어):계측기는 버스 트리거(*TRG)가 수신될 때마다 스위프 하나를 개시합니다.계측기가 버스 트리거
를 대기할 때는 전면 패널 [Trigger]키에 불이 들어옵니다.

l APPLy는 트리거 소스를 IMMediate로 설정합니다.

l BUS소스와 동기화하려면 계측기가 추가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보류 중인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WAI(대기)를 전송합니다.예를 들어 다음 명령 문자열은 첫째 트리거가 수신된 다음 둘째 트리거가 인식되기 전에 작
업을 실행하도록 보장합니다.

     TRIG:SOUR BUS;*TRG;*WAI;*TRG;*WAI

l 스위프 또는 버스트 완료 시간을 확인하려면 *OPC?또는 *OPC를 사용합니다. *OPC?쿼리는 스위프 또는 버스트가 완
료되면 출력 버퍼로 1을 반환합니다. *OPC명령은 스위프 또는 버스트가 완료되면 표준 이벤트 레지스터에서 작동 완
료 비트(비트 0)를 설정합니다.

TRIGger[1|2]:TIMer {<seconds>|MINimum|MAXimum} TRIGger[1|2]:TIMer?
{MINimum|MAXimum}

TRIGger[1|2]:SOURce가 TIMer일 때 사용되는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1µs ~ 8,000s +3.000000000000000E-01

채널 2에서 트리거 타이머를 300ms로 설정합니다.
TRIG2:TIM 0.3

l 트리거 버스트 모드(BURSt:MODE TRIG)에서 이 명령은 BURSt:INTernal:PERiod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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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ANGLe {DEGree|RADian|DEFault}UNIT:ANGLe?

UNIT:ANGLe {DEGree|RADian|DEFault}
UNIT:ANGLe?
각도 단위로 도 또는 라디안을 선택합니다.선택한 단위는 버스트의 시작 위상(BURSt:PHASe)또는 위상 오프셋(PHASe)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연결된 쿼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DEGree|RADian|DEFault}(기본값 DEGree) DEG또는 RAD

각도 단위를 라디안으로 설정합니다.
UNIT:ANGL RAD

l 명령의 숫자 파라미터에 단위를 추가하여 설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PHASE 90 DEG는 이 설정에 관계없이
90도를 지정합니다.

l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에서는 UNIT:ANGLe설정에 관계없이 단위가 항상 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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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 하위 시스템 소개
VOLTage하위 시스템에서는 출력 전압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예제

아래에는 VOLTage하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1. 파형 형태, 진폭 및 오프셋 설정:APPLy또는 동일한 FUNCtion, FREQuency, VOLTage및 VOLTage:OFFSet명령을 사
용하여 기능,주파수,진폭 및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2. 출력 진폭의 단위 설정:VOLTage:UNIT

3. 출력 진폭 설정:VOLTage

4. DC 오프셋 전압 설정:VOLTage:OFFSet

5. 높은 전압 및 낮은 전압 레벨 설정:VOLTage:HIGH및 VOLTage:LOW

6. 테스트 대상 장치(DUT) 보호를 위한 출력 전압 한계 선택:VOLTage:LIMit:HIGH, VOLTage:LIMit:LOW및
VOLTage:LIMit:STATe

7. 모든 출력 기능에 대한 범위 자동 조정 상태 선택:VOLTage:RANGe:AUTO

8. 채널의 진폭과 오프셋을 함께 잠그기 위한 전압 커플링 설정(두 채널 계측기에 한함):VOLTageLCOUPle[:STATe]

아래 예제는 위에 나와 있는 절차를 보여 줍니다.

SOURce1:FUNCtion SQU

SOURce1:FREQuency +1.0E+06

SOURce1:VOLTage +0.5

SOURce1:VOLTage:OFFSet +0.5

SOURce1:FUNCtion:SQUare:PERiod +1.0E-06

SOURce1:FUNCtion:PULSe:PERiod +1.0E-06

SOURce1:VOLTage:LIMit:LOW +0.0

SOURce1:VOLTage:LIMit:HIGH +1.0

SOURce1:VOLTage:LIMit:STATe 1

OUTP1 ON

SOURce2:FUNCtion SIN

SOURce2:FREQuency +1.0E+06

SOURce2:VOLTage +2.0

SOURce2:VOLTage:OFFSet +0.0

SOURce2:VOLTage:LIMit:LOW -1.0

SOURce2:VOLTage:LIMit:HIGH +1.0

SOURce2:VOLTage:LIMit:STATe 1

OUTP2 ON

[SOURce[1|2]:]VOLTage {<amplitude>|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 [{MINimum|MAXimum}]

출력 진폭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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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50Ω으로 입력 시 1mVpp~ 10Vpp(기본값 100mVpp) +5.0000000000000E+00

출력 진폭을 5Vpp로 설정합니다.
VOLT 5 Vpp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max는 선택한 출력 터미네이션(50Ω로드의 경우 5V
또는 고임피던스 로드의 경우 10V)에 해당하는 최대 피크 전압입니다.

|Voffset| < Vmax - Vpp/2

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으면 계측기는 해당 전압을 지정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DC전압으로 조정합니
다. 또한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

l 원격 및 전면 패널 작업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원격 인터페이스: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진폭을 설정하면 적절한 진폭에 도달하기 위해 오프셋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계측기에서 "Data out of range"또는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지정된 오프셋 전압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계측기에서 해당 전압을 지정된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값으로 조정합니다.

l 전면 패널:전면 패널에서 진폭을 설정하면 오프셋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지정된 진폭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계측기에서 해당 진폭을 현재 오프셋에서 허용되는 최대 진폭까지 자른 다음 "Data out of range"오류를 생성합니
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진폭이 10Vpp일 때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OUTPut
[1|2]:LOAD INF)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진폭이 20Vpp로 2배가 됩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진폭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은 실제 출력 전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표시되는 값
과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쿼리한 값만 변경합니다.실제 출력 전압은 연결된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l 출력 커플링으로 인한 한계:

l 원격 작업과 전면 패널 작업의 차이:두 채널을 커플링하는 경우 진폭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두 채널 모두의 진폭 한
계를 확인합니다.출력 진폭 변경으로 인해 각 채널의 LIMIT또는 계측기 각 채널에 대한 출력 사양이 초과되면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l 원격 인터페이스:계측기에서 오프셋을 먼저 조정한 다음 필요하면 해당 채널의 진폭을 전압 제한이나 사양에
맞게 조정합니다.계측기에서 "Data out of range"또는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전면 패널:계측기에서 진폭 값을 현재 오프셋 설정의 최대값으로 자르며,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
니다.

l 전압 단위 지정: VOLTage명령 VOLT 3.0 VRMS의 일부분으로 단위를 지정하여 출력 진폭을 Vpp, Vrms또는 dBm단위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속 명령의 출력 단위를 지정하려면 VOLTage:UNIT을 사용합니다.

출력 터미네이션이 고임피던스로 설정된 경우에는 출력 진폭을 dBm단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단위가 자동으로 Vpp로
변환됩니다.

l 단위 선택으로 인한 한계:진폭 한도가 선택한 출력 단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단위가
Vrms또는 dBm일 때 여러 함수의 파고율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5Vrms사각 파형(50Ω으로 입력)
을 사인 파형으로 변경하면 계측기에서 진폭을 3.536Vrms(Vrms단위의 사인 파형 상한)로 조정합니다.또한 원격 인
터페이스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임의 파형 한계:임의 파형의 경우 파형 데이터 포인트가 출력 DAC(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않으면 진폭이 제한됩니다.예를 들어 내장 "싱크"파형은 값의 전체 범위를 사용하지 않으며,따라서 최대 진폭이
6.087Vpp(50Ω으로 입력)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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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진폭을 변경하면 출력 감쇠기 전환으로 인해 특정 전압에서 출력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진폭은 출력 전
압이 범위 전환 중에 현재 설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됩니다.이러한 중단을 방지하려면 VOLTage:RANGe:AUTO
OFF를 사용하여 전압 범위 자동 조정을 비활성화하십시오.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범위 자동 조정이 자동으로 활성화
됩니다.

l 또한 하이 레벨(VOLTage:HIGH)과 로우 레벨(VOLTage:LOW)을 지정하여 진폭과 연결된 오프셋 전압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예를 들어 하이 레벨을 +2V로,로우 레벨을 -3V로 설정하면 결과 진폭이 5Vpp(오프셋 -500mV)가 됩니다.

l DC전압 레벨을 출력하려면 DC전압 기능(FUNCtion DC)을 설정한 다음 오프셋 전압(VOLTage:OFFSet)을 설정합니
다.사용 가능한 값은 ±5VDC(50Ω으로 입력 시)또는 ±10VDC(개방 회로로 입력 시)입니다.계측기가 DC모드이면 진
폭을 설정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SOURce[1|2]:]VOLTage:COUPle[:STATe] {ON|1|OFF|0}
[SOURce[1|2]:]VOLTage:COUPle[:STATe]?

두 채널 계측기의 두 채널 모두에서 동일한 진폭,오프셋,범위,로드 및 단위 유지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이 명령
은 두 채널에 모두 적용되며 SOURce키워드는 무시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전압 커플링을 활성화합니다.
VOLT:COUP ON

[SOURce[1|2]:]VOLTage:HIGH {<voltage>|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HIGH? [{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LOW {<voltage>|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LOW? [{MINimum|MAXimum}]

파형의 높은 전압 및 낮은 전압 레벨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50Ω으로 입력 시 ±5VDC(HIGH가 LOW보다 1mV이상 커야 함)입니다.기본값은
HIGH +50mV, LOW -50mV입니다.

+4.000000000000000E+00

높은 전압 레벨을 4V로 설정합니다.
VOLT:HIGH 4

l 진폭으로 인한 한계:아래 나와 있는 제한에 따라 전압 레벨을 양수 또는 음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Vpp는 선택
한 출력 터미네이션에 대한 최대 피크 대 피크 진폭(50Ω으로 입력 시 10Vpp,개방 회로로 입력 시 20Vpp)입니다.

     V
high

– V
low

≤ Vpp(max)및 V
high

, V
low

≤Vpp(max)/2

l 원격 및 전면 패널 작업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원격 인터페이스:원격 인터페이스에서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을 설정하면 적절한 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
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Data out of range"또는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
니다.하이 레벨을 로우 레벨보다 낮게 설정하면 계측기에서는 로우 레벨을 하이 레벨보다 1mV적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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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레벨을 LOW한계 또는 계측기 출력 사양보다 낮게 설정하면 로우 레벨이 LOW한계 또는 계측기 출력 사양으
로 설정되고 하이 레벨은 로우 레벨보다 1mV크게 설정됩니다.로우 레벨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규칙
집합이 적용됩니다.

l 전면 패널:전면 패널에서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을 설정하면 적절한 레벨 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당 레벨 설
정이 잘릴 수 있으며 "Data out of range"오류가 발생합니다.전면 패널에서는 하이 레벨을 로우 레벨보다 낮게 설
정할 수 없습니다.

l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설정하면 파형 진폭 및 오프셋도 설정됩니다.예를 들어 하이 레벨을 +2V로,로우 레벨을 -3V
로 설정하면 결과 진폭이 5Vpp(오프셋 -500mV)가 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진폭이 10Vpp일 때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OUTPut
[1|2]:LOAD INF)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진폭이 20Vpp로 2배가 됩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진폭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은 실제 출력 전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표시되는 값
과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쿼리한 값만 변경합니다.실제 출력 전압은 연결된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l VOLTage:LIMit:STATe로 인한 한계:전압 한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레벨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레벨 설정을 지정된
한계(VOLTage:LIMit:HIGH, VOLTage:LIMit:LOW)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출력 레벨 변경으로 인해 LIMIT설정이 초
과되면 레벨이 LIMit설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잘리고 "Settings conflict"
오류가 발생합니다.

l 출력 커플링으로 인한 한계:두 채널을 커플링하면 레벨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두 채널의 한계를 확인합니다.레벨을 변
경하는 경우 LIMIT설정 또는 각 채널에 대한 계측기의 출력 사양이 초과되면 레벨이 LIMit설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잘리고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오프셋 전압을 기준으로 파형을 반전하려면 OUTPut[1|2]:POLarity를 사용하십시오.

[SOURce[1|2]:]VOLTage:LIMit:HIGH {<voltage>| MAXimum|MINimum}
[SOURce[1|2]:]VOLTage:LIMit:HIGH? {MAXimum|MINimum}

[SOURce[1|2]:]VOLTage:LIMit:LOW {<voltage>|MAXimum|MINimum}
[SOURce[1|2]:]VOLTage:LIMit:LOW? {MAXimum|MINimum}?

출력 전압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50Ω으로 입력 시 ±5VDC(HIGH가 LOW보다 1mV이상 커야 함)입니다.기본값은
HIGH +50mV, LOW -50mV입니다.

+5.0000000000000E+00

채널 1출력 상한을 5V로 설정합니다.
VOLT:LIMIT:HIGH 5.0
VOLT:LIMIT:STATE ON

l 전압 한계를 적용하려면 VOLTage:LIMit:STATe가 ON상태여야 합니다.이 설정이 ON인 상태에서 상한을 신호의 높은
값보다 작게 설정하거나 하한을 신호의 낮은 값보다 크게 설정하면 관련 한계가 신호의 높은 값 또는 낮은 값으로 잘립

니다.계측기에서 "Data out of range"또는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상한은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출력 전압(DC오프셋 및 피크 진폭 포함)을 설정하며,현재 OUTPUT[1|2]:LOAD설정을 기
준으로 설정됩니다.지정한 LOAD임피던스가 계측기 출력에 없으면 출력 한계가 출력 커넥터의 실제 전압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출력 임피던스가 50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로드는 고임피던스이면 실제 출력 피크
전압이 지정한 한계 전압의 2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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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압 단위 지정:출력 한계 전압은 볼트 단위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VOLTage:COUPle[:STATe]및 VOLTage:LIMit:STATe가 모두 ON이면 두 채널에 대한 전압 한계 설정은 두 채널의 최대
진폭 및 오프셋 전압 설정에 영향을 줍니다.이 경우 두 채널 중 하나의 가장 제한적인 하이 및 로우 한계 조합이 사용됩
니다.

[SOURce[1|2]:]VOLTage:LIMit:STATe {ON|1|OFF|0}
[SOURce[1|2]:]VOLTage:LIMit:STATe?

출력 진폭 전압 한계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N|1|OFF|0},기본값 OFF 0 (OFF) or 1 (ON)

채널 1에서 ±2.5V의 출력 한계를 설정 및 활성화합니다.
VOLT:LIM:HIGH 2.5
VOLT:LIM:LOW -2.5
VOLT:LIM:STAT ON

l 이 항목을 켜는 경우 진폭 및 오프셋의 현재 설정이 한계를 초과하면 한계가 비활성화됩니다.그리고 계측기에서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VOLTage:COUPle[:STATe]및 VOLTage:LIMit:STATe가 모두 ON이면 두 채널에 대한 전압 한계 설정은 두 채널의 최대
진폭 및 오프셋 전압 설정에 영향을 줍니다.이 경우 두 채널 중 하나의 가장 제한적인 하이 및 로우 한계 조합이 사용됩
니다.

l 한계는 OUTPut[1|2]:LOAD의 현재 설정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지정한 LOAD임피던스가 계측기 출력에 없으면 출력
한계가 출력 커넥터의 실제 전압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출력 임피던스가 50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로드는 고임피던스이면 실제 출력 피크 전압이 지정한 한계 전압의 2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SOURce[1|2]:]VOLTage:OFFSet {<offset>|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OFFSet? [{MINimum|MAXimum}]

DC오프셋 전압을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50Ω으로 입력 시 ±5VDC(기본값 0) +1.0000000000000E-01

출력 전압을 100mV로 설정합니다.
VOLT:OFFS 100 mV

l 아래에는 오프셋 전압과 출력 진폭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Voffset| < Vmax - Vpp/2

l 원격 및 전면 패널 작업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원격 인터페이스: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오프셋을 설정하면 적절한 오프셋 설정에 도달하기 위해 진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계측기에서 "Data out of range"또는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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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면 패널:전면 패널에서 오프셋을 설정하면 적절한 오프셋 설정에 도달하기 위해 진폭이 변경되지 않습니다.지
정된 오프셋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계측기에서 해당 오프셋을 현재 진폭에서 허용되는 최대 오프셋까지 자른 다음

"Data out of range"오류를 생성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한계:오프셋 범위는 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오프셋을
100mVDC로 설정한 다음 출력 터미네이션을 50Ω에서 "고임피던스"로 변경하면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오프셋 전압이
200mVDC로 2배가 되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고임피던스"에서 50Ω으로 변경하면 표시되는 오프셋 전
압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시오.출력 터미네이션 설정을 변경해도 계
측기 출력 단자의 전압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값과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쿼리한 값만 변경됩
니다.계측기 출력의 전압은 계측기에 연결된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OUTPut[1|2]:LOAD를 참조하십
시오.

l 출력 커플링으로 인한 한계: 두 채널을 커플링하면 오프셋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두 채널의 오프셋 설정 한계를 확인합
니다.오프셋 변경으로 인해 LIMIT설정 또는 계측기의 각 채널에 대한 출력 사양이 초과되면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l 원격 인터페이스:진폭을 먼저 조정한 다음 필요하면 해당 채널의 오프셋을 전압 제한이나 사양에 맞게 조정합니
다.계측기에서 "Data out of range"또는 "Settings conflict"오류가 발생합니다.

l 전면 패널:오프셋이 LIMit설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값으로 잘리고 "Data out of range"오
류가 발생합니다.

l 임의 파형 한계:임의 파형의 경우 파형 데이터 포인트가 출력 DAC(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않으면 진폭이 제한됩니다.예를 들어 내장 "싱크"파형은 값의 전체 범위를 사용하지 않으며,따라서 최대 진폭이
6.087Vpp(50Ω으로 입력)로 제한됩니다.

l 진폭을 변경하면 출력 감쇠기 전환으로 인해 특정 전압에서 출력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진폭은 출력 전
압이 범위 전환 중에 현재 설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됩니다.이러한 중단을 방지하려면 VOLTage:RANGe:AUTO
OFF를 사용하여 전압 범위 자동 조정을 비활성화하십시오. APPLy명령을 사용하면 범위 자동 조정이 자동으로 활성화
됩니다.

l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설정하면 파형 진폭 및 오프셋도 설정됩니다.예를 들어 하이 레벨을 +2V로,로우 레벨을 -3V
로 설정하면 결과 진폭이 5Vpp(오프셋 -500mV)가 됩니다.

l DC전압 레벨을 출력하려면 DC전압 기능(FUNCtion DC)을 설정한 다음 오프셋 전압(VOLTage:OFFSet)을 설정합니
다.사용 가능한 값은 ±5VDC(50Ω으로 입력 시)또는 ±10VDC(개방 회로로 입력 시)입니다.계측기가 DC모드이면 진
폭을 설정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SOURce[1|2]:]VOLTage:RANGe:AUTO {OFF|0|ON|1|ONCE}
[SOURce[1|2]:]VOLTage:RANGe:AUTO?

모든 기능에 대한 전압 범위 자동 조정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ONCE를 선택하면 즉시 범위 자동 조정이 수행된
다음 범위 자동 조정이 OFF로 전환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OFF|0|ON|1|ONCE}(기본값 ON) 0 (OFF) or 1 (ON)

전압 범위 자동 조정을 OFF로 설정합니다.
VOLT:RANG:AUTO 0

l 기본 모드에서는 범위 자동 조정이 활성화되며 계측기에서 출력 파형 발생기 및 감쇠기에 적합한 최적의 설정을 자동으

로 선택합니다.

l 범위 자동 조정이 비활성화(OFF)되면 계측기에서 현재 게인 및 감쇠기 설정을 사용합니다.

l APPLy명령을 실행하면 전압 범위 자동 조정 설정을 무시하며 범위 자동 조정을 자동으로 활성화(ON)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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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 하위 시스템 소개

l 범위 자동 조정을 비활성화하면 진폭을 변경할 때 감쇠기 스위칭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시적인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

다.그러나 진폭을 변경 예상 범위 이하로 줄이면 진폭 및 오프셋 정밀도와 분해능 및 파형 충실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 VOLTage:COUPle[:STATe]가 ON인 경우 채널 중 하나에서 이 설정을 변경하면 두 채널에서 모두 설정이 변경됩니다.

[SOURce[1|2]:]VOLTage:UNIT {VPP|VRMS|DBM}
[SOURce[1|2]:]VOLTage:UNIT?

출력 진폭의 단위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인 반환 내용

{VPP|VRMS|DBM}(기본값 VPP) VPP, VRMS또는 DBM

출력 진폭 단위를 Vrms로 설정합니다.
VOLT:UNIT VRMS

l 오프셋 전압(VOLTage:OFFSet),하이 레벨(VOLTage:HIGH)또는 로우 레벨(VOLTage:LOW)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
다.이들 항목은 모두 볼트 단위를 사용합니다.

l 계측기에서 전면 패널 및 원격 인터페이스 작동 모두에 현재 선택된 단위를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원격 인터페이스에
서 "VRMS"를 선택하면(VOLTage:UNIT VRMS)단위가 전면 패널에도 "VRMS"로 표시됩니다.

l 명령은 VOLTage?쿼리 결과에 적용됩니다.

l 출력 터미네이션이 "고임피던스"로 설정된 경우 진폭의 출력 단위를 dBm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단위가 자동으로
Vpp로 변환됩니다.

l 임의 파형 시퀀스에는 Vrms또는 dBm단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VOLTage명령 또는 APPLy중 하나로 단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VOLTage:UNIT명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예를 들
어 VOLTage:UNIT VRMS를 선택하고 APPLy명령에 단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APPLy명령의 <amplitude>는 "Vrms"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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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예제

프로그래밍 예제

다음 프로그래밍 예제를 통해 일반 작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인 파형 구성

사각 파형 구성

램프 파형 구성

펄스 파형 구성

주파수 목록 생성

임의 파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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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파형 구성

사인 파형 구성

이 단원에서는 사인 파형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명

사인 파형에는 동기 펄스를 기준으로 하는 위상,오프셋 및 진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고전압 및 저전압 값을 사용하여 해
당 진폭 및 오프셋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일련의 SCPI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파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SOUR:VOLT및 SOUR:VOLT:OFFS대신 하이와
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위에 나와 있는 사인 파형이 생성됩니다.

FUNCtion SIN

FREQuency +1.0E+05

VOLTage:HIGH +2.0

VOLTage:LOW +0.0

OUTPut ON

PHASe +90.0

참고 사항

l 전면 패널에서 주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SOUR:FREQ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SOUR:FUNC:SIN:PER또는 SOUR:PER
명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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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파형 구성

사각 파형 구성

설명

사각 파형에는 동기 펄스를 기준으로 하는 위상,오프셋 및 진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듀티 사이클과 주기도 포함되
어 있습니다.고전압 및 저전압 값을 사용하여 해당 진폭 및 오프셋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일련의 SCPI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파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SOUR:VOLT및 SOUR:VOLT:OFFS대신 하이와
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위에 나와 있는 사각 파형이 생성됩니다..

FUNC SQU

FUNC:SQU:DCYC +20.0

FREQ +1.0E+04

VOLT:HIGH +4.0

VOLT:LOW +0.0

OUTP 1

참고 사항

l 사각 파형의 경우 SOUR:FREQ를 변경하면 SOUR:FUNC:SQU:PER도 변경됩니다.예를 들어 SOUR:FREQ+2.0E+03
은 SOUR:FUNC:SQU:PER +5.0E-04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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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파형 구성

램프 파형 구성

설명

램프 파형에는 동기 펄스를 기준으로 하는 위상,오프셋 및 진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삼각 파형 및 기타 유사 파형 생
성을 위한 대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고전압 및 저전압 값을 사용하여 해당 진폭 및 오프셋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일련의 SCPI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파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SOUR:VOLT및 SOUR:VOLT:OFFS대신 하이와
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위에 나와 있는 램프 파형이 생성됩니다..

FUNCtion RAMP

FUNCtion:RAMP:SYMMetry 25

FREQ +1.0E+03

VOLTage +2.0

VOLTage:OFFSet +1.0

OUTP 1

참고 사항

l 램프 주파수는 200kHz로 제한됩니다.

l 계측기 전면 패널에서 주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SOUR:FREQ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SOUR:FUNC:RAMP:PER또는
SOUR:PER명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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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파형 구성

펄스 파형 구성

설명

펄스 파형은 동기 펄스를 기준으로 하는 위상,오프셋 및 진폭을 포함합니다.또한 에지 기울기,주기 및 듀티 사이클
(FUNC:PULSe:HOLD구성에 따라서는 펄스 폭도 포함됨)도 추가합니다.고전압 및 저전압 값을 사용하여 해당 진폭 및 오
프셋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일련의 SCPI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파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SOUR:VOLT및 SOUR:VOLT:OFFS대신 하이와
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위에 나와 있는 펄스 파형이 생성됩니다..

FUNC PULS

FUNC:PULS:TRAN:LEAD 4E-8

FUNC:PULS:TRAN:TRA 1E-6

FUNC:PULS:WIDT 3E-6

FREQ 2E5

VOLT 3

OUTP ON

참고 사항

l FREQ대신 FUNC:PULS:PE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두 명령은 쌍으로 사용되므로 하나를 변경하면 다른 하나도 변
경됩니다.

l 펄스는 폭 또는 듀티 사이클(역시 커플링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파수 또는 주기가 변경될 때 듀티 사이클이 일정
한 값으로 유지되도록 지정하려면 FUNCtion:PULSe:HOLD DCYC를 사용합니다.주파수 또는 주기가 변경될 때 펄스 폭
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지정하려면 FUNCtion:PULSe:HOLDWIDTh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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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목록 생성

주파수 목록 생성

설명

LIST명령은 주파수 목록의 항목에 따라 계측기의 출력 주파수를 설정합니다.따라서 최대 128개의 주파수가 포함된 목록
에서 주파수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주파수는 LIST:FREQuency명령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도 있고
MMEMory:LOAD:LIST[1|2]를 사용하여 파일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제

다음 코드는 LIST:FREQuency방법을 보여 줍니다.

FUNCtion SQU

FREQuency:MODE LIST

LIST:DWELl +5.0E-03

LIST:FREQuency +1.0E+03,+3.0E+03,+7.0E+03

VOLTage +1.0

OUTPut 1

이 코드의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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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파형 구성

임의 파형 구성

이 단원에서는 임의 파형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명

사용자가 생성한 임의 파형에는 진폭,오프셋,샘플링 속도 및 필터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임의 파형 파일(확장명 .arb
또는 .barb)을 파형 메모리로 로드할 때 이러한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임의 파형 시작 부분이 아래에 나와 있
습니다.진폭 및 오프셋은 높은 전압 및 낮은 전압 값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File Format:1.10

Checksum:0

Channel Count:1

Sample Rate:20000.000000

High Level:2.000000

Low Level:0.000000

Marker Point:50

Data Type:"short"

Filter:"off"

Data Points:100

Data:

23259

23114

Data:줄 다음의 23259및 23114줄은 처음 두 개 파형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ASCII DAC코드입니다.파형의 DAC코드
가 -32,767 ~ + 32,767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력 진폭은 비동기식입니다.

펌웨어 리비전 1.12이하에서는 계측기에서 임의 파형 간을 전환할 때 파형 메타데이터(샘플링 속도,전압 범위 및 필터 설
정)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즉,새 임의 파형에는 이미 메모리에 있는 파형의 메타데이터가 도입되었습니다.따라서
파형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단일 전압 범위,샘플링 속도 및 필터 설정에서 재생되도록 설계된 임의 파형이 다른 메타데이터
집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펌웨어 리비전 1.12이후에는 임의 파형에서 임의 파형 파일에 있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로드하
여 이전에 재생되었던 방식대로 재생됩니다.

내장 파형은 파형 메모리로 로드될 때 약간만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이러한 파형은 계측기의 현재 구성에 따라 재
생됩니다.예를 들어 아래에는 Haversine.arb의 시작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Copyright: Agilent Technologies, 2010

File Format:1.0

Channel Count:1

Data Points:40

Data:

0

202

802

여기서는 메타데이터가 누락되었으므로 전압 범위,샘플링 속도 및 필터의 현재 설정이 사용됩니다.

예제

아래 코드는 내장 임의 파형을 로드 및 수정합니다.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331



임의 파형 구성

FUNCtion ARB

VOLTage +3

VOLTage:OFFSet +1

FUNC:ARB:SRAT 1E5

FUNCtion:ARBitrary "INT:\BUILTIN\EXP_RISE.ARB"

OUTPut 1

이러한 명령을 통해 생성되는 파형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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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질런트 33500 시리즈 명령 빠른 참조

애질런트 33500 시리즈 명령 빠른 참조
SCPI에 대한 구문 규약을 참조하십시오.

APPLy명령

[SOURce[1|2]:]APPLy?

[SOURce[1|2]:]APPLy: ARBitrary [{<sample_rate>|MIN|MAX|DEF} [,{<amplitude>|MIN|MAX|DEF} [,
{<offset>|MIN|MAX|DEF}]]]

[SOURce[1|2]:]APPLy:DC [{<frequency>|DEF} [,{<amplitude>|DEF} [,{<offset>|MIN|MAX|DEF}]]]

[SOURce[1|2]:]APPLy:NOISe [{<frequency>|DEF} [,{<amplitude>|MIN|MAX|DEF} [,{<offset>|MIN|MAX|DEF}]]]

[SOURce[1|2]:]APPLy:PRBS [{<frequency>|DEF} [,{<amplitude>|MIN|MAX|DEF} [,{<offset>|MIN|MAX|DEF}]]]

[SOURce[1|2]:]APPLy:PULSe [{<frequency>|MIN|MAX|DEF} [,{<amplitude>|MIN|MAX|DEF} [,
{<offset>|MIN|MAX|DEF}]]]

[SOURce[1|2]:]APPLy:RAMP [{<frequency>|MIN|MAX|DEF} [,{<amplitude>|MIN|MAX|DEF} [,
{<offset>|MIN|MAX|DEF}]]]

[SOURce[1|2]:]APPLy:SINusoid [{<frequency>|MIN|MAX|DEF} [,{<amplitude>|MIN|MAX|DEF} [,
{<offset>|MIN|MAX|DEF}]]]

[SOURce[1|2]:]APPLy:SQUare [{<frequency>|MIN|MAX|DEF} [,{<amplitude>|MIN|MAX|DEF} [,
{<offset>|MIN|MAX|DEF}]]]

DATA 명령

DATA:ARB2:FORMat {AABB|ABAB}

[SOURce[1|2]:]DATA:ARBitrary[1|2] {<arb_name>}, {<binary_block> | <value>, <value>, . . .}

[SOURce[1|2]:]DATA:ARBitrary[1|2]:DAC {<arb_name>}, {<binary_block> | <value>, <value>, . . .}

[SOURce[1|2]:]DATA:ATTRibute:AVERage? [<arb_name>]

[SOURce[1|2]:]DATA:ATTRibute:CFACtor? [<arb_name>]

[SOURce[1|2]:]DATA:ATTRibute:POINts? [<arb_name>]

[SOURce[1|2]:]DATA:ATTRibute:PTPeak? [<arb_name>]

[SOURce[1|2]:]DATA:SEQuence <block_descriptor>

[SOURce[1|2]:]DATA:VOLatile:CATalog?

[SOURce[1|2]:]DATA:VOLatile:CLEar

[SOURce[1|2]:]DATA:VOLatile:FREE?

출력 구성 명령

[SOURce[1|2]:]FUNCtion <function>

[SOURce[1|2]:]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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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질런트 33500 시리즈 명령 빠른 참조

주파수 제어

[SOURce[1|2]:]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 [{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CENTer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CENTer? [{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COUPle:MODE <mode>

[SOURce[1|2]:]FREQuency:COUPle:MODE?

[SOURce[1|2]:]FREQuency:COUPle:OFFSet <frequency>

[SOURce[1|2]:]FREQuency:COUPle:OFFSet?

[SOURce[1|2]:]FREQuency:COUPle:RATio <ratio>

[SOURce[1|2]:]FREQuency:COUPle:RATio?

[SOURce[1|2]:]FREQuency:COUPle[:STATe] <state>

[SOURce[1|2]:]FREQuency:COUPle[:STATe]?

[SOURce[1|2]:]FREQuency:MODE <mode>

[SOURce[1|2]:]FREQuency:MODE?

[SOURce[1|2]:]FREQuency:SPAN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SPAN? [{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STARt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STARt? [{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STOP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REQuency:STOP? [{MINimum|MAXimum}]

주파수 목록 모드

[SOURce[1|2]:]LIST:DWELl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LIST:DWELl? [{MINimum|MAXimum}]

[SOURce[1|2]:]LIST:FREQuency <freq1>[,<freq2>, etc.]

[SOURce[1|2]:]LIST:FREQuency?

[SOURce[1|2]:]LIST:FREQuency:POINts? [{MINimum|MAXimum}]

MMEMory:LOAD:LIST[1|2] <filename>

MMEMory:STORe:LIST <filename>

전압

[SOURce[1|2]:]VOLTage {<amplitude>|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 [{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COUPle[:STAT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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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VOLTage:COUPle[:STATe]?

[SOURce[1|2]:]VOLTage:HIGH {<voltage>|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HIGH? [{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LOW {<voltage>|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LOW? [{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LIMit:HIGH {<voltage>|MAXimum|MINimum}

[SOURce[1|2]:]VOLTage:LIMit:HIGH? {MAXimum|MINimum}

[SOURce[1|2]:]VOLTage:LIMit:LOW {<voltage>|MAXimum|MINimum}

[SOURce[1|2]:]VOLTage:LIMit:LOW? {MAXimum|MINimum}?

[SOURce[1|2]:]VOLTage:LIMit:STATe <state>

[SOURce[1|2]:]VOLTage:LIMit:STATe?

[SOURce[1|2]:]VOLTage:OFFSet {<offset>|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OFFSet? [{MINimum|MAXimum}]

[SOURce[1|2]:]VOLTage:RANGe:AUTO<mode>

[SOURce[1|2]:]VOLTage:RANGe:AUTO?

[SOURce[1|2]:]VOLTage:UNIT <units>

[SOURce[1|2]:]VOLTage:UNIT?

사각 파형

[SOURce[1|2]:]FUNCtion:SQUare:DCYCle {<percent>|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SQUare:DCYCle? [{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SQUare:PERiod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SQUare:PERiod? [{MINimum|MAXimum}]

램프

[SOURce[1|2]:]FUNCtion:RAMP:SYMMetry {<percent>|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RAMP:SYMMetry? [{MINimum|MAXimum}]

노이즈

[SOURce[1|2]:]FUNCtion:NOISe:BANDwidth {<bandwidth>|MINimum |MAXimum}

[SOURce[1|2]:]FUNCtion:NOISe:BANDwidth? [{MINimum |MAXimum}]

PRBS

[SOURce[1|2]:]FUNCtion:PRBS:BRATe {<bit_rate>|MINimum|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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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FUNCtion:PRBS:BRATe? {<bit_rate>|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RBS:DATA <sequence_type>

[SOURce[1|2]:]FUNCtion:PRBS:DATA?

[SOURce[1|2]:]FUNCtion:PRBS:TRANsition[:BOTH]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RBS:TRANsition[:BOTH]? [{MINimum|MAXimum}]

임의 파형

[SOURce[1|2]:]FUNCtion:ARBitrary {<filename>}

[SOURce[1|2]:]FUNCtion:ARBitrary?

[SOURce[1|2]:]FUNCtion:ARBitrary:ADVance <mode>

[SOURce[1|2]:]FUNCtion:ARBitrary:ADVance?

[SOURce[1|2]:]FUNCtion:ARBitrary:FILTer <mode>

[SOURce[1|2]:]FUNCtion:ARBitrary:FILTer?

[SOURce[1|2]:]FUNCtion:ARBitrary: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FREQuency? {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PERiod {<period>|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PERiod? {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POINts?

[SOURce[1|2]:]FUNCtion:ARBitrary:SRATe {<sample_rate>|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ARBitrary:SRATe? {MINimum|MAXimum}

FUNCtion:ARBitrary:BALance[:STATe] <state> (IQ Player 옵션에 한함)

FUNCtion:ARBitrary:BALance[:STATe]? (IQ Player 옵션에 한함)

FUNCtion:ARBitrary:BALance:GAIN {<percent>|MINimum|MAXimum} (IQ Player 옵션에 한함)

FUNCtion:ARBitrary:BALance:GAIN? [MINimum|MAXimum} (IQ Player 옵션에 한함)

FUNCtion:ARBitrary:BALance:OFFSet[1|2]?{volts|MINimum|MAXimum} (IQ Player 옵션에 한함)

FUNCtion:ARBitrary:BALance:OFFSet[1|2]? [MINimum|MAXimum] (IQ Player 옵션에 한함)

FUNCtion:ARBitrary:SKEW[:STATe] <state> (IQ Player 옵션에 한함)

FUNCtion:ARBitrary:SKEW[:STATe]? (IQ Player 옵션에 한함)

FUNCtion:ARBitrary:SKEW:TIME <seconds> (IQ Player 옵션에 한함)

FUNCtion:ARBitrary:SKEW:TIME? (IQ Player 옵션에 한함)

[SOURce[1|2]:]RATE:COUPle:MODE <mode>

[SOURce[1|2]:]RATE:COUPle:MODE?

[SOURce[1|2]:]RATE:COUPle:OFFSet <sample_rate>

[SOURce[1|2]:]RATE:COUPle: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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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RATe:COUPle:RATio <ratio>

[SOURce[1|2]:]RATe:COUPle:RATio?

[SOURce[1|2]:]RATE:COUPle[:STATe] <state>

[SOURce[1|2]:]RATE:COUPle[:STATe]?

출력

OUTPut[1|2] <state>

OUTPut[1|2]?

OUTPut[1|2]:LOAD {<ohms>|INFinity|MINimum|MAXimum}

OUTPut[1|2]:LOAD? [{MINimum|MAXimum}]

OUTPut[1|2]:MODE <mode>

OUTPut[1|2]:MODE?

OUTPut[1|2]:POLarity <polarity>

OUTPut[1|2]:POLarity?

OUTPut:SYNC<state>

OUTPut:SYNC?

OUTPut[1|2]:SYNC:MODE <mode>

OUTPut[1|2]:SYNC:MODE?

OUTPut[1|2]:SYNC:POLarity <polarity>

OUTPut[1|2]:SYNC:POLarity?

OUTPut:SYNC:SOURce <channel>

OUTPut:SYNC:SOURce?

OUTPut:TRIGger <state>

OUTPut:TRIGger?

OUTPut:TRIGger:SLOPe <slope>

OUTPut:TRIGger:SLOPe?

OUTPut:TRIGger:SOURce <channel>

OUTPut:TRIGger:SOURce?

펄스 구성 명령

[SOURce[1|2]:]FUNCtion:PULSe:DCYCle {<percent>|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DCYCle? [{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HOLD <parameter>

[SOURce[1|2]:]FUNCtion:PULSe:HOLD?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337



애질런트 33500 시리즈 명령 빠른 참조

[SOURce[1|2]:]FUNCtion:PULSe:PERiod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PERiod? [{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BOTH]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LEADing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LEADing? [{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TRAiling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TRANsition:TRAiling? [{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WIDTh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FUNCtion:PULSe:WIDTh? [{MINimum|MAXimum}]

변조 명령

AM

[SOURce[1|2]:]AM[:DEPTh] {<depth_in_percent>|MINimum|MAXimum}

[SOURce[1|2]:]AM[:DEPTh]? [{MINimum|MAXimum}]

[SOURce[1|2]:]AM:DSSC<mode>

[SOURce[1|2]:]AM:DSSC?

[SOURce[1|2]:]AM:INTernal: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AM:INTernal:FREQuency? [{MINimum|MAXimum}]

[SOURce[1|2]:]AM:INTernal:FUNCtion <function>

[SOURce[1|2]:]AM:INTernal:FUNCtion?

[SOURce[1|2]:]AM:SOURce <source>

[SOURce[1|2]:]AM:SOURce?

[SOURce[1|2]:]AM:STATe <state>

[SOURce[1|2]:]AM:STATe?

FM

[SOURce[1|2]:]FM[:DEViation] {<peak_deviation_in_Hz>|MINimum|MAXimum}

[SOURce[1|2]:]FM[:DEViation]? [{MINimum|MAXimum}]

[SOURce[1|2]:]FM:INTernal: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M:INTernal:FREQuency? [{MINimum|MAXimum}]

[SOURce[1|2]:]FM:INTernal:FUNCtion <function>

[SOURce[1|2]:]FM:INTernal:FUNCtion?

[SOURce[1|2]:]FM:SOURce <source>

[SOURce[1|2]:]FM: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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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FM:STATe <state>

[SOURce[1|2]:]FM:STATe?

BPSK 명령

[SOURce[1|2]:]BPSK:SOURce <source>

[SOURce[1|2]:]BPSK:SOURce?

[SOURce[1|2]:]BPSK:STATe <state>

[SOURce[1|2]:]BPSK:STATe?

[SOURce[1|2]:]BPSK:INTernal:RATE {<modulating_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BPSK:INTernal:RATE? [{MINimum|MAXimum}]

[SOURce[1|2]:]BPSK[:PHASe] {<angle>|MINimum|MAXimum}

[SOURce[1|2]:]BPSK[:PHASe]? [{MINimum|MAXimum}]

PM

[SOURce[1|2]:]PM:SOURce <source>

[SOURce[1|2]:]PM:SOURce?

[SOURce[1|2]:]PM:STATe <state>

[SOURce[1|2]:]PM:STATe?

[SOURce[1|2]:]PM:DEViation {<deviation in degrees>|MINimum|MAXimum}

[SOURce[1|2]:]PM:DEViation? [{MINimum|MAXimum}]

[SOURce[1|2]:]PM:INTernal: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PM:INTernal:FREQuency? [{MINimum|MAXimum}]

FSK

[SOURce[1|2]:]FSKey: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FSKey:FREQuency? [{MINimum|MAXimum}]

[SOURce[1|2]:]FSKey:INTernal:RATE {<rate_in_Hz>|MINimum|MAXimum}

[SOURce[1|2]:]FSKey:INTernal:RATE? [{MINimum|MAXimum}]

[SOURce[1|2]:]FSKey:SOURce <source>

[SOURce[1|2]:]FSKey:SOURce?

[SOURce[1|2]:]FSKey:STATe <state>

[SOURce[1|2]:]FSKey:STATe?

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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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PWM:DEViation {<deviation>|MINimum|MAXimum}

[SOURce[1|2]:]PWM:DEViation? [{MINimum|MAXimum}]

[SOURce[1|2]:]PWM:DEViation:DCYCle {<deviation_in_pct>|MINimum|MAXimum}

[SOURce[1|2]:]PWM:DEViation:DCYCle? [{MINimum|MAXimum}]

[SOURce[1|2]:]PWM:INTernal:FREQuency {<frequency>|MAXimum|MINimum}

[SOURce[1|2]:]PWM:INTernal:FREQuency? [{MAXimum|MINimum}]

[SOURce[1|2]:]PWM:INTernal:FUNCtion <function>

[SOURce[1|2]:]PWM:INTernal:FUNCtion?

[SOURce[1|2]:]PWM:SOURce <source>

[SOURce[1|2]:]PWM:SOURce?

[SOURce[1|2]:]PWM:STATe <state>

[SOURce[1|2]:]PWM:STATe?

SUM

[SOURce[1|2]:]SUM:AMPLitude <amplitude>

[SOURce[1|2]:]SUM:AMPLitude? [{MINimum|MAXimum}]

[SOURce[1|2]:]SUM:INTernal: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SUM:INTernal:FREQuency? [{MINimum|MAXimum}]

[SOURce[1|2]:]SUM:INTernal:FUNCtion <function>

[SOURce[1|2]:]SUM:INTernal:FUNCtion?

[SOURce[1|2]:]SUM:SOURce <source>

[SOURce[1|2]:]SUM:SOURce?

[SOURce[1|2]:]SUM:STATe <state>

[SOURce[1|2]:]SUM:STATe?

주파수 스위프

[SOURce[1|2]:]SWEep:HTIMe {<hold_time>|MINimum|MAXimum}

[SOURce[1|2]:]SWEep:HTIMe? [{MINimum|MAXimum}]

[SOURce[1|2]:]SWEep:RTIMe {<return_time>|MINimum|MAXimum}

[SOURce[1|2]:]SWEep:RTIMe? [ MINimum|MAXimum]

[SOURce[1|2]:]SWEep:SPACing<method>

[SOURce[1|2]:]SWEep:SPACing?

[SOURce[1|2]:]SWEep:TIME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SWEep:TIME? [{MINimum|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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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 모드

[SOURce[1|2]:]BURSt:GATE:POLarity <polarity>

[SOURce[1|2]:]BURSt:GATE:POLarity?

[SOURce[1|2]:]BURSt:INTernal:PERiod {<seconds>|MINimum|MAXimum}

[SOURce[1|2]:]BURSt:INTernal:PERiod? [{MINimum|MAXimum}]

[SOURce[1|2]:]BURSt:MODE <method>

[SOURce[1|2]:]BURSt:MODE?

[SOURce[1|2]:]BURSt:NCYCles {<num_cycles>|INFinity|MINimum|MAXimum}

[SOURce[1|2]:]BURSt:NCYCles? [{MINimum|MAXimum}]

[SOURce[1|2]:]BURSt:PHASe {<angle>|MINimum|MAXimum}

[SOURce[1|2]:]BURSt:PHASe? [{MINimum|MAXimum}]

[SOURce[1|2]:]BURSt:STATe <state>

[SOURce[1|2]:]BURSt:STATe?

트리거 설정

TRIGger[1|2]

TRIGger[1|2]:COUNt <number>

TRIGger[1|2]:COUNt?

TRIGger[1|2]:DELay {<seconds>|MINimum|MAXimum}

TRIGger[1|2]:DELay?

TRIGger[1|2]:SLOPe <slope>

TRIGger[1|2]:SLOPe?

TRIGger[1|2]:SOURce <source>

TRIGger[1|2]:SOURce?

TRIGger[1|2]:TIMer {<seconds>|MINimum|MAXimum}

TRIGger[1|2]:TIMer? {MINimum|MAXimum}

상태 저장소

MEMory:NSTates?

MEMory:STATe:CATalog?

MEMory:STATe:DELete <location>

MEMory:STATe:NAME {0|1|2|3|4}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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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STATe:NAME? {0|1|2|3|4}

MEMory:STATe:RECall:AUTO<mode>

MEMory:STATe:RECall:AUTO?

MEMory:STATe:VALid? <location>

대용량 메모리

MMEMory:CATalog[:ALL]? [<folder>]

MMEMory:CATalog:DATA:ARBitrary? [<folder>]

MMEMory:CATalog:STATe? [<folder>]

MMEMory:CDIRectory <folder>

MMEMory:MDIRectory <folder>

MMEMory:RDIRectory <folder>

MMEMory:COPY <file1>,<file2>

MMEMory:COPY:SEQuence <source>,<destination>

MMEMory:DELete <file>

MMEMory:DOWNload:DATA <binary_block>

MMEMory:DOWNload:FNAMe <filename>

MMEMory:LOAD:ALL <filename>

MMEMory:LOAD:DATA[1|2] <filename>

MMEMory:LOAD:LIST[1|2] <filename>

MMEMory:LOAD:STATe <filename>

MMEMory:MOVE <file1>,<file2>

MMEMory:STORe:ALL <filename>

MMEMory:STORe:DATA[1|2] <filename>

MMEMory:STORe:LIST <filename>

MMEMory:STORe:STATe <filename>

MMEMory:UPLoad? <filename>

시스템

DISPlay <mode>

DISPlay?

DISPlay:TEXT <string>

DISPlay: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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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EXT:CLEar

HCOPy:SDUMp:DATA?

HCOPy:SDUMp:DATA:FORMat <graphics_format>

HCOPy:SDUMp:DATA:FORMat?

LXI

LXI:IDENtify[:STATE] <state>

LXI:IDENtify[:STATE]?

LXI:MDNS:ENABle <state>

LXI:MDNS:ENABle?

LXI:MDNS:HNAMe:RESolved?

LXI:MDNS:SNAMe:DESired <name>

LXI:MDNS:SNAMe:DESired?

LXI:MDNS:SNAMe:RESolved?

LXI:RESet

LXI:RESTart

원격 인터페이스 구성

SYSTem:BEEPer[:IMMediate]

SYSTem:BEEPer:STATe <mode>

SYSTem:BEEPer:STATe?

SYSTem:COMMunicate:ENABle <state>, <interface>

SYSTem:COMMunicate:ENABle? <interface>

SYSTem:COMMunicate:GPIB:ADDRess {<address>}

SYSTem:COMMunicate:GPIB:ADDRess?

SYSTem:COMMunicate:LAN:CONTrol?

SYSTem:COMMunicate:LAN:DHCP <state>

SYSTem:COMMunicate:LAN:DHCP?

SYSTem:COMMunicate:LAN:DNS[1|2] "<address>"

SYSTem:COMMunicate:LAN:DNS[1|2]? [{CURRent | STATic}]

SYSTem:COMMunicate:LAN:DOMain?

SYSTem:COMMunicate:LAN:GATeway "<address>"

SYSTem:COMMunicate:LAN:GATeway? [{CURRent | 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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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COMMunicate:LAN:HOSTname "<name>"

SYSTem:COMMunicate:LAN:HOSTname? [{CURRent | STATic}]

SYSTem:COMMunicate:LAN:IPADdress "<address>"

SYSTem:COMMunicate:LAN:IPADdress? [{CURRent | STATic}]

SYSTem:COMMunicate:LAN:MAC?

SYSTem:COMMunicate:LAN:SMASk "<mask>"

SYSTem:COMMunicate:LAN:SMASk? [{CURRent | STATic}]

SYSTem:COMMunicate:LAN:TELNet:PROMpt "<string>"

SYSTem:COMMunicate:LAN:TELNet:PROMpt?

SYSTem:COMMunicate:LAN:TELNet:WMESsage "<string>"

SYSTem:COMMunicate:LAN:TELNet:WMESsage?

SYSTem:COMMunicate:LAN:UPDate

SYSTem:COMMunicate:LAN:WINS[1|2] "<address>"

SYSTem:COMMunicate:LAN:WINS[1|2]? [{CURRent | STATic}]

SYSTem:DATE <yyyy>, <mm>, <dd>

SYSTem:DATE?

SYSTem:ERRor?

SYSTem:LICense:CATalog?

SYSTem:LICense:DELete <option_name>

SYSTem:LICense:DELete:ALL

SYSTem:LICense:DESCription? "<option_name>"

SYSTem:LICense:ERRor?

SYSTem:LICense:ERRor:COUNt?

SYSTem:LICense:INSTall [{<folder> |<file>}]

SYSTem:LICense:INSTall? <option>

SYSTem:LOCK:NAME?

SYSTem:LOCK:OWNer?

SYSTem:LOCK:RELease

SYSTem:LOCK:REQuest?

SYSTem:SECurity:IMMediate

SYSTem:TIME <hh>, <mm>, <ss>

SYSTem:TIME?

SYSTem: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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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잠금

[SOURce[1|2]:]PHASe {<angle>|MINimum|MAXimum}

[SOURce[1|2]:]PHASe? [{MINimum|MAXimum}]

[SOURce[1|2]:]PHASe:REFerence

[SOURce[1|2]:]PHASe:SYNChronize

[SOURce[1|2]:]PHASe:UNLock:ERRor:STATe <mode>

[SOURce[1|2]:]PHASe:UNLock:ERRor:STATe?

ROSCillator:SOURce <source>

ROSCillator:SOURce?

ROSCillator:SOURce:AUTO<state>

ROSCillator:SOURce:AUTO?

ROSCillator:SOURce:CURRent?

교정

CALibration?

CALibration:COUNt?

CALibration:SECure:CODE <new_code>

CALibration:SECure:STATe <mode>, <code>

CALibration:SECure:STATe?

CALibration:SETup<step_number>

CALibration:SETup?

CALibration:STRing "<quoted_string>"

CALibration:STRing?

CALibration:VALue <measurement>

CALibration:VALue?

IEEE-488

*CLS

*ESR?

*IDN?

*OPC

*O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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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PSC<mode>

*PSC?

*RCL <state_storage_location>

*RST

*SAV <state_storage_location>

*SRE <enable_value>

*SRE?

*STB?

*TRG

*TST?

상태

STATus:OPERation:CONDition?

STATus:OPERation:ENABle <enable_value>

STATus:OPERation:ENABle?

STATus:OPERation[:EVENt]?

STATus:QUEStionable:CONDition?

STATus:QUEStionable:ENABle <enable_value>

STATus:QUEStionable:ENABle?

기타

ABORt

[SOURce[1|2]:]COMBine:FEED <source>

[SOURce[1|2]:]COMBine:FEED?

FORMat:BORDer <byte_order>

FORMat:BORDer?

INITiate[1|2]:CONTinuous <state>

INITiate[1|2]:CONTinuous?

INITiate:CONTinuous:ALL <state>

INITiate[1|2][:IMMediate]

INITiate:IMMediate:ALL

[SOURce[1|2]:]MARKer:CYCLe {<cycle_num>|MINimum|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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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2]:]MARKer:CYCLe? [{MINimum|MAXimum}]

[SOURce[1|2]:]MARKer:FREQuency {<frequency>|MINimum|MAXimum}

[SOURce[1|2]:]MARKer:FREQuency? [{MINimum|MAXimum}]

[SOURce[1|2]:]MARKer:POINt {<sample_number>|MINimum|MAXimum}

[SOURce[1|2]:]MARKer:POINt? [{MINimum|MAXimum}]

[SOURce[1|2]:]TRACk <track_mode>

UNIT:ANGLe <units> UNI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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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시 재설정 상태

아래 표에는 출고 시 기본값이 나와 있습니다.글머리(•)로 표시된 파라미터는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기타 파라미터는 휘발성이므로 전원을 켜거나 *RST를 실행하고 나면 표시된 값으로 재설
정됩니다.

[System]메뉴에서 전원 켜기 상태 호출 모드를 활성화한 경우에는 전원 켜기/재설정 상태가 아래에
표시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계측기 상태 저장소를 참조하십시오.

출력 채널 구성

Function 사인 파형

Tracking 끄기

Frequency 1 kHz

Frequency Mode CW

Frequency Couple
State

끄기

Frequency Couple
Mode

비율

Frequency Couple
Ratio

1

Frequency Couple
Offset

0

Amplitude 100 mVpp

Offset 0 VDC

Voltage Couple State 끄기

Voltage Limit State 끄기

Voltage Limit High 5 V

Voltage Limit Low -5 V

Voltage Unit VPP

Voltage Range 자동

State 끄기

Load 50 Ω

Polarity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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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Normal vs.
Gated)

일반

Sync Polarity 일반

Sync Mode 일반

출력 채널 구성

Sync State 켜기

Sync Source CH1

Trigger Source CH1

Trigger Slope 양(+)

Trigger State 끄기

노이즈

Bandwidth 100 kHz

PRBS

Data PN7

Bit Rate 1 kbps

Transition 8.4E-09

펄스

Duty Cycle 10%

Period 1 ms

Leading/Trailing Edge 10 ns

Width 0.1 ms

램프

Symmetry 100

사각

Duty Cycle 50%

Period 1 ms

임의 파형

Arb 지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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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스텝

Sample Rate 40kSa/초

Advance SRATE

Marker Point Arb의 중간점

진폭 변조

State 끄기

Modulation Source 내부

Internal Function 사인 파형

Internal Frequency 100 Hz

Depth 100%

DSSC 끄기

주파수 변조

State 끄기

Modulation Source 내부

Internal Function 사인 파형

Internal Frequency 10 Hz

Deviation 100 Hz

FSK 변조

State 끄기

Modulation Source 내부

Internal Rate 10 Hz

Frequency 100 Hz

위상 변조

State 끄기

Modulation Source 내부

Function 사인 파형

Frequency 1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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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 180도

BPSK 변조

State 끄기

Modulation Source 내부

Internal Rate 10 Hz

Phase 180도

펄스 폭 변조

State 끄기

Modulation Source 내부

Function 사인 파형

Frequency 10 Hz

Deviation 지정 방법에 따라 1%또는 1E-5초

SUM

State 끄기

Source 내부

Function 사인 파형

Frequency 100 Hz

Sum Amplitude 0.10%

위상 제어

Phase Adjust 0도

Unlock Error State 끄기

Units 정도

기준 오실레이터

Source Auto 켜기

Source 내부

버스트

State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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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Polarity 일반

Mode 트리거

Cycles 1

Period 10 ms

Phase 0도

Marker Cycle 2

스위프

State 끄기

Spacing 선형

Start Freq 100 Hz

Stop Freq 1 kHz

Center Freq 550 Hz

Span 900 Hz

Marker Freq 500 Hz

Sweep Time 1초

Hold Time 0초

Return Time 0초

목록

Frequency 100, 1000, 550 Hz

Points 3

Dwell 1초

트리거

Delay 0초

Slope 양(+)

Source 즉시

Timer 1초

Init Continuous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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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1

채널 독립 트리거 구성

Init Continuous All 켜기

기타

Format Byte Order 일반

Combine Feed 없음

다음 항목은 채널 구성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

디스플레이

State 켜기

Text ""

Hcopy Format PNG

원격 인터페이스 통신

GPIB Address • 10

DHCP • 활성

IP Address static • 169.254.5.21

Subnet Mask static • 255.255.0.0

Gateway static • 0.0.0.0

DNS primary server • 0.0.0.0

DNS secondary server
•

0.0.0.0

Hostname static • "A-335xxx-nnnnn"또는 "A-335xxx-nnnnn".여기서 xxx는 모델
번호의 마지막 세 자리이고 nnnnn은 계측기 일련 번호의 마지막 다
섯 자리입니다.

Telnet Prompt • 335xxx>.여기서 xxx는 모델 번호의 마지막 세 자리입니다.

Telent Welcome
Message •

Welcome to Agilent's 335xxx Waveform Generator.여기서 xxx는
모델 번호의 마지막 세 자리입니다.

WINS primary server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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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 secondary
server •

0.0.0.0

시스템

Beep State 켜기

전원 차단 호출 • 끄기

LXI

Identify 끄기

교정

Calibration State 보안 상태

계측기는 SCPI텔넷 세션용으로는 LAN포트 5024를 사용하고 SCPI소켓 세
션용으로는 포트 5025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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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I 오류 메시지
계측기는 SCPI표준에 따라 오류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l 각 인터페이스별 오류 대기열(GPIB, USB, VXI-11및 텔넷/소켓용으로 각각 하나씩)에는 오류를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오류는 해당 오류가 발생한 I/O세션의 오류 대기열에 나타납니다.

l 명령 구문 또는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계측기에서 신호음이 한 번 울립니다.오류 대기열에 오류가 하나 이상
있으면 전면 패널 ERROR어넌시에이터가 켜집니다.

l 특수한 글로벌 오류 대기열에는 전원 켜기 및 하드웨어 관련 오류(예:과열)가 모두 저장됩니다.

l 오류 검색은 선입선출(FIFO),방식이며 오류는 읽으면 지워집니다.인터페이스별 오류를 모두 읽고 나면 글로벌 오류
대기열의 오류가 검색됩니다.글로벌 오류 대기열에서 모든 오류를 읽고 나면 ERROR어넌시에이터가 꺼집니다.

l 20개가 넘는 오류가 발생하면 대기열에서 마지막에 저장된 오류(가장 최근의 오류)가 -350,"Error queue overflow"로
대체됩니다.대기열에서 오류를 제거할 때까지 오류가 추가 저장되지 않습니다.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
대기열을 읽으면 계측기에서 +0,"No error"로 응답합니다.

l 전면 패널에서 모든 I/O세션 및 글로벌 오류 대기열의 오류가 보고됩니다.전면 패널에서 오류 대기열을 읽으려면
[System]버튼과 Help소프트키를 차례로 누릅니다.그런 다음 Help메뉴에서 "View remote command error
queue"를 선택합니다.

l 오류 상황은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에도 요약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상태 하위 시스템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l 인터페이스별 오류 대기열은 전원을 껐다가 켜거나 *CLS를 실행하면 삭제됩니다.그러나 *RST에 의해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l SCPI:

SYSTem:ERRor?대기열에서 오류 하나를 읽고 삭제

오류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오류 문자열은 최대 255자임).

-113,"Undefined header"

-315 Configuration memory lost; due to firmware revision change

-315 Configuration memory lost;memory corruption detected

-314 Save/recall memory lost; due to firmware revision change

-314 Save/recall memory lost;memory corruption detected

-313 Calibration memory lost

-313 Calibration memory lost; due to firmware revision change

-313 Cannot read file; due to corrupt data

-313 Cannot read file; due to file revision change

-313 Invalid number of channels for operation

-310 System error; internal software error

-310 System error; out of memory

-310 System error; software initialization failed

-292 Referenced name does not exist

-257 File name error;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355



SCPI 오류 메시지

access denied

drive namemissing or not recognized

file or folder already exists

file too large

folder is default folder

folder not empty

invalid character in name

not a folder name

path is a folder name

path namemissing

path too long

relative path not allowed

unknown file extension

-256 File or folder name not found

-254 Media full

-252 Missingmedia

-250 Mass storage error: file read/write error

-241 Hardware missing

-241 Hardware missing; Command not valid in one channel instrument.

-240 Hardware error; GPIB interface failed

-230 Data corrupt or stale

-222 Data out of range;

AM depth

amplitude

arb frequency

arb period

burst count

burst count limited by length of burst

burst period

burst period limited by length of burst

cannot combine channel with itself. Combine disabled

duty cycle

duty cycle limited b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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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deviation

FM deviation limited by maximum frequency

FM deviation limited by minimum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in burst mode

high level limited by high soft limit

high level limited by low level

high level limited by low soft limit

high limit value limited by high signal level

large period limits minimum pulse width

low level limited by high level

low level limited by high soft limit

low level limited by low soft limit

low limit value limited by low signal level

marker confined to burst cycles

marker confined to sweep span

offset

period

PRBS edge time

PRBS edge time limited by bit rate

pulse duty cycle limited by period

pulse edge at maximum

pulse edge at minimum

pulse edge time

pulse edge time limited by duty cycle

pulse edge time limited by period

pulse edge time limited by width

pulse frequency

pulse period

pulse width

pulse width limited by period

PWM deviation

PWM deviation limited by pulse parameters

ramp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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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p Symmetry

Sample rate

sample rate clipped to lower limit

sample rate clipped to upper limit

quare edge time

square edge time limited by duty cycle

square edge time limited by period

square edge time limited by width

square period

square width

sum amplitude limited by channel or combine amplitudes

sum amplitude value clipped to lower limit

sweep time

Track exceeds limits on channel 1. Tracking disabled

Track exceeds limits on channel 2. Tracking disabled

trigger count clipped to lower limit

trigger count clipped to upper limit

trigger delay

trigger delay clipped to lower limit

trigger delay clipped to upper limit

trigger delay limited by length of burst

trigger timer clipped to lower limit

trigger timer clipped to upper limit

trigger timer limited by length of burst

user frequency

USER setting only valid for channel 1

value clipped to dwell time's lower limit

value clipped to dwell time's upper limit

value clipped to lower limit

value clipped to sweep time's lower limit

value clipped to upper limit

value limited due to coupling

-222 List Data out of range; pulse frequency :연속 파형 모드로 변경됩니다.

-222 List Data out of range; ramp frequency :연속 파형 모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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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List Data out of range; Sine frequency :연속 파형 모드로 변경됩니다.

-222 List Data out of range; Square frequency :연속 파형 모드로 변경됩니다.

-222 List Data out of range; user frequency :연속 파형 모드로 변경됩니다.

-221 Setting the advance mode to trigger forced the trigger source to external.

-221 Setting the Arb Filter OFF changed the maximum sample rate value to 6.25e7.

-221 Setting the trigger source changed the arb advance mode.

-221 Settings conflict;

50V input range not compatible with 50 ohm input impedance; impedance set to 1 Mohm

AM depth forced amplitude change

AM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amplitude changed due to function

amplitude changed due to offset

amplitude units changed to Vpp due to high-Z load

amplitude units changed to Vpp, dBm and Vrms not applicable to arb sequences

amplitude units unchanged, dBm and Vrms not applicable to arb sequences

arb advance changed to SRATE due tomode

arb voltage reduced due to output load or limits

both edge times decreased due to period

both edge times decreased due to pulse duty cycle

both edge times decreased due to pulse width

BPSK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burst count reduced to fit entire burst

Burst mode has caused output phase to be set to zero degrees

burst period increased to fit entire burst

burst phase inapplicable for arbs larger than 1M. burst phase set to 0

burst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cannot delete state selected and enabled for automatic power-on recall

Cannot modulate ARB carrier with ARB asmodulation function. Modulation turned off.

Cannot modulate ARB carrier with ARBmodulation function. Function unchanged.

Cannot modulate ARB carrier with USER asmodulation function. Modulation turned off.

Cannot modulate ARB carrier with USERmodulation function. Function unchanged.

Cannot modulate Noise carrier with Noise as modulation function. Modulation turned off.

Cannot modulate Noise carrier with Noise modulation function. Function unchanged.

Cannot modulate PRBS carrier with PRBS asmodulation function. Modulation turne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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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modulate PRBS carrier with PRBSmodulation function. Function unchanged.

Cannot modulate USER carrier with ARB asmodulation function. Modulation turned off.

Cannot modulate USER carrier with ARBmodulation function. Function unchanged.

Cannot modulate USER carrier with USER asmodulation function. Modulation turned off.

Cannot modulate USER carrier with USERmodulation function. Function unchanged.

combine amplitude exceeds limit. Combine disabled

coupling cannot be ON with this function, coupling turned off

coupling violates settings, coupling turned off

edge time decreased due to bit rate

external gating not compatible with gate output; gate output disabled

FM deviation cannot exceed carrier

FM deviation exceedsmaximum frequency

FM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frequency changed for pulse function

frequency forced duty cycle change

frequency made compatible with burst mode

frequency reduced for ramp function

frequency reduced for user function

FSK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Function or modulation source cannot be USER. Tracking disabled

Function selection limited the FSK frequency.

Gated output not available for gated burst. Output mode changed to normal.

high level changed due to low level

high limit less than low limit. Limits disabled

infinite burst changed trigger source to BUS

input threshold voltage > input range; threshold clipped to range

leading edge time decreased due to period

leading edge time decreased due to pulse width

leading edge times decreased due to pulse duty cycle

limited frequency to 1MHz when syncmode carrier, burst ON, and function sine

list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low level changed due to high level

low reference >= high reference

marker forced into swee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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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 off forced sync to normal mode

marker on forced sync to marker mode

marker point changed to fit arb length

modulation frequency made compatible with modulation shape

must stop operation to update trigger count

must stop operation to update trigger delay

not able to adjust phase in this function

not able to adjust phase in this mode

not able to burst DC, burst turned off

not able to burst this function

not able to change output loadwith limits enabled

not able to list arb, list turned off

not able to list DC, list turned off

not able to list noise, list turned off

not able to list PRBS, list turned off

not able to list this function

not able to modulate arb, modulation turned off

not able to modulate DC,modulation turned off

not able to modulate noise, modulation turned off

not able to modulate PRBS,modulation turned off

not able to modulate this function

not able to sweep arb, sweep turned off

not able to sweep DC, sweep turned off

not able to sweep noise, sweep turned off

not able to sweep PRBS, sweep turned off

not able to sweep this function

offset changed due to amplitude

offset changed on exit from DC function

PM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pulse duty cycle decreased due to period

pulse duty cycle increased due to period

pulse width decreased due to period

pulse width increased due to large period

PWM deviation decreased due to puls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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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only available in pulse function

PWM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selected arb is missing, changing selection to default

selecting a sequence turned off modulation

sequences not supported, changing selection to default

signal exceeds high limit. Limits disabled

signal exceeds low limit. Limits disabled

sum amplitude exceeds limit or range. Sum disabled

SUM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Sweep+ Hold + Return time larger than trigger TIMER. Trig timer increased.

Sweep+ Hold + Return timemax (8000s) limited time setting.

Sweep+ Hold + Return time too large for IMM or TIMER trigger. Sweep turned off.

Sweep+ Hold + Return time too large for IMM or TIMER trigger. Trig source unchanged.

Sweep time reduced due to log sweep setting.

sweep turned off by selection of other mode or modulation

Tracking turned off by selection of USER function or modulation source

trailing edge decreased due to leading edge

trailing edge time decreased due to period

trailing edge time decreased due to pulse width

trailing edge times decreased due to pulse duty cycle

trigger delay reduced to fit entire burst

trigger output connector used by BPSK

trigger output connector used by burst gate

trigger output connector used by FSK

trigger output connector used by trigger external

trigger output disabled

trigger output disabled by trigger external

Trigger source limited the sweep time; value clipped to upper limit

triggered burst not available for noise

turned off infinite burst to allow immediate trigger source

Use FUNC:ARB to select an ARB before selecting ARB asmodulation function. Function unchanged.

Use FUNC:ARB to select an ARB before selecting ARB asmodulation function. Modulation disabled.

Use FUNC:USER to select a user arb before selecting USER asmodulation function. Function unchanged.

Use FUNC:USER to select a user arb before selecting USER asmodulation function. Modulation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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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INIT ignored

-115 Invalid parameter; Parameter not supported on one channel instrument

-114 Header suffix out of range

100 Network Error

110 LXI mDNS Error

201 Memory lost: stored state

202 Memory lost: power-on state

203 Memory lost: storedmeasurements

263 Not able to execute while instrument is measuring

291 Not able to recall state: it is empty

292 State file size error

293 State file corrupt

301 Cannot reset input protection; high voltage present

305 Not able to perform requested operation

514 Not allowed

514 Not allowed; Instrument locked by another I/O session

521 Communications: input buffer overflow

522 Communications: output buffer overflow

532 Not able to achieve requested resolution

540 Cannot use overload as math reference

550 Not able to execute command in local mode

560 No valid external timebase

561 High voltage present on input channel

570 DDS Processor is not responding

580 Reference phase-locked loop is unlocked

600 Internal licensing error

601 License file corrupt or empty

601 Self-test failed

602 No valid licenses found for this instrument

602 Self-test failed

603 Self-test failed

603 Some licenses could not be installed

604 License not found

604 Self-test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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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Self-test failed

606 Self-test failed

607 Self-test failed

608 Self-test failed

609 Self-test failed

610 Self-test failed

611 Self-test failed

612 Self-test failed

613 Self-test failed

615 Self-test failed

616 Self-test failed

620 Self-test failed

621 Self-test failed

625 Self-test failed

630 Self-test failed

631 Self-test failed

635 Self-test failed

640 Self-test failed

650 Self-test failed

655 Self-test failed

660 Self-test failed

701 Calibration error; security defeated by hardware jumper

702 Calibration error; calibration memory is secured

703 Calibration error; secure code providedwas invalid

704 Calibration error: secure code too long

705 Calibration error; calibration aborted

706 Calibration error; provided value is out of range

707 Calibration error: computed correction factor out of range

707 Calibration error; signal input is out of range

708 Calibration error: signal measurement out of range

709 Calibration error: no calibration for this function

710 Calibration error: full scale correction out of range

710 Self-calibration failed

711 Calibration error: calibration string too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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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Self-calibration failed

712 Calibration failed

712 Self-calibration failed

715 Self-calibration failed

720 Self-calibration failed

740 Calibration data lost: secure state

741 Calibration data lost: string data

742 Calibration data lost: corrections

748 Calibration memory write failure

770 Nonvolatile arb waveform memory corruption detected

781 Not enough memory to store new arb waveform; bad sectors

781 Not enough memory to store new arb waveform; use DATA:DELETE

782 Cannot overwrite a built-in arb waveform

784 Name of source arb waveform for copy must be VOLATILE

785 Specified arb waveform does not exist

786 Not able to delete a built-in arb waveform

786 Specified arb waveform already exists

787 Not able to delete the currently selected active arb waveform

787 Specified arb not loaded in waveform memory

788 Could not load specified arb; Loaded Built-in default arb

791 Firmware update error; unable to begin download

792 Firmware update error; programming operation failed

793 Firmware update error; data record invalid character

794 Firmware update error; data record length mismatch

795 Firmware update error; data record checksum mismatch

796 Firmware update error; bad checksum for download start

797 Firmware update error; bad checksum for download complete

798 Firmware update error; download in progress

799 Firmware update error; unable to complete download

800 Firmware update error; invalid programming address

810 State has not been stored

811 Method not implemented, YET!

850 Calibration error; set up is invalid

851 Calibration error; set up is out of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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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Arb: Text File Format error; invalid format

871 Arb: Segment name is too long

872 Arb: File name is too long

873 Arb: Toomany sequence steps

874 Arb: Toomany segments defined

875 Arb: Toomany sequences defined

876 Arb: Sequence already defined

877 Arb: Segment not found

878 Arb: Sequence not found

879 Arb: Segment edit too large

880 Arb: Out of memory

881 Arb: Values are out of range

882 Arb: Segment too small

883 Arb: Error in closing file

884 Arb: Seek too large

885 Arb: Arb file cannot be stored as sequence file

886 Arb: Sequence file cannot be stored as arb file

887 File name error; not a valid extension

888 Arb: Could not create built in arb directory

889 Arb: Could not copy built in arb

890 enable combine forced tracking off

891 enable coupling forced tracking off

892 enable tracking forced coupling off

893 enable tracking forced combine off

366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서비스 및 수리 - 소개

서비스 및 수리 - 소개
이 단원에는 계측기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

세척

ESD(정전기 방전)안전 조치

표면 장착 수리

추가 서비스 정보는 아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 도표

전원 공급기

문제 해결

자가 테스트 절차

교체 부품

분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

보증 기간 동안 계측기가 고장나면 Agilent Technologies는 보증 계약에 따라 계측기를 수리 또는 교체해 드립니다.보증 기
간 만료 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계약 연장

대부분의 애질런트 제품에는 표준 보증 만료 이후 서비스 제공을 연장하는 서비스 계약이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수리 서비스 받기(전 세계)

계측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까운 Agilent Technologies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서비스 센터에서 장치를 수리
또는 교체해 드리며 해당하는 경우 보증 또는 수리 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보내야 하는 구성 요소를 비롯한 배송 지침도
Agilent Technologies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반품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배송 상자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
다.

배송을 위한 재포장

서비스나 수리를 받기 위해 애질런트로 장치를 배송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l 소유자와 필요한 서비스 또는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태그를 장치에 부착합니다.모델 번호와 전체 일련 번호도 기입하
십시오.

l 장치를 적절한 포장재와 함께 원래 상자에 넣습니다.

l 상자를 강력 테이프 또는 금속 밴드로 밀봉합니다.

l 원래 배송 상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계측기 주위에 10cm(4인치)이상의 압축 가능한 포장재가 있는 상자
를 사용합니다.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포장재를 사용하십시오.

배송품에는 항상 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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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계측기 외부를 보푸라기 없는 부드러운 천에 물을 살짝 묻혀 닦습니다.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세척 시에는 분해가 불필
요하며 권장하지 않습니다.

ESD(정전기 방전) 안전 조치

거의 모든 전기 구성 요소는 취급 중에 ESD(정전기 방전)로 인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최저 50V의 정전기 방전 전압으로도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래 지침을 따르면 서비스 작업 중에 ESD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 공간에서만 계측기를 분해합니다.

l 정전기 방전을 줄이기 위해 전도성 공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l 정전기 방전 누적을 줄이기 위해 전도성 손목 스트랩을 사용합니다.

l 조작을 최소화합니다.

l 교체 부품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원래 포장 안에 넣어 둡니다.

l 모든 플라스틱,발포 포장재,비닐,종이 및 기타 정전기 발생 자재는 즉시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에서 치워 둡니다.

l 정전기 방지 납땜판만 사용합니다.

표면 장착 수리

표면 장착 구성 요소를 제거할 때는 표면 장착 구성 요소용으로 설계된 장비만 사용해야 합니다.기존의 납땜 장비를 사용하
는 경우 인쇄된 회로 보드가 거의 항상 손상되어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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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소개

이 장에는 계측기 성능 및 조정을 확인하는 절차(교정)가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지 않은 상태로 계측기를 전자적으로 교정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내부 조정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계측기
는 사용자가 설정한 입력 기준값에 기반해 보정 계수를 계산하며 다음 교정 조정을 수행할 때까지 보정 계수를 비휘발성 메

모리에 저장합니다.이 데이터는 전원을 껐다가 켜거나 *RST를 사용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Agilent Technologies 교정 서비스

해당 지역의 Agilent Technologies서비스 센터에서 저렴한 재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서비스 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교정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교정 목차

다음과 같은 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정 개요

l 교정 주기

l 조정 권장

l 교정에 필요한 시간

l 교정 절차 자동화

l 권장 테스트 장비

l 테스트 고려사항

l 교정 카운트

l 교정 메시지

교정 보안

성능 검증 테스트

l 자가 테스트

l 빠른 성능 확인

l 성능 검증 테스트

l 진폭 및 평탄도 검증 절차

내부 타임베이스 검증

AC진폭(고임피던스)검증

DC오프셋 전압 검증

-8dB범위 평탄도 검증

-24dB범위 평탄도 검증

일반 교정/조정 절차

진행 중인 교정 중단

조정 시퀀스

자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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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내부 타임베이스)조정

내부 ADC조정

자가 교정 조정

출력 임피던스 조정

AC진폭(고임피던스)조정

-24dB범위 평탄도 조정

-8dB범위 평탄도 조정

채널 2조정(필요한 경우)

l 자가 교정 조정(채널 2)

l 출력 임피던스 조정(채널 2)

l AC진폭(고임피던스)조정(채널 2)

l -24dB범위 평탄도 조정(채널 2)

l -8dB범위 평탄도 조정(채널 2)

교정 오류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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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개요

교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계측기의 교정 기능을 소개합니다.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정을 참조하십시오.

교정 주기

응용 프로그램의 정확도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된 정기적인 주기로 계측기를 교정해야 합니다.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는
1년 주기가 적절합니다.정확도 사양은 정기적인 교정 주기에 조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1년 교정 주기를 지키지
않으면 정확도 사양이 보장되지 않습니다.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2년을 초과하는 교정 주기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조정 권장

어떤 교정 주기를 선택하든 교정 주기마다 항상 완전한 재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면 계측기가 다음 교정 주기
까지 사양 범위 내로 유지되며 장기적으로 최상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이 방법을 통해 측정된 성능 데이터를 사용하여 향
후의 교정 주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정 카운트를 사용하면 모든 조정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에 필요한 시간

처음 들어온 계측기 검증 시에는 성능 검증 테스트를 먼저 수행하십시오.그런 다음 조정을 수행하고 성능 검증 테스트를 다
시 실행하십시오.이러한 각 단계는 수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채널당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계측기를 컴퓨터의 제어 하에서 자동으로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컴퓨터 제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교정 절차 및 성능 검증
테스트를 계측기 예열 후 약 30분(한 개 채널)또는 60분(두 개 채널)이내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테스트 고려사항 참조).

교정 절차 자동화

프로그래밍 가능한 테스트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 검증 및 조정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원격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테
스트의 계측기 구성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리드백 검증 데이터를 테스트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결과를 적
절한 테스트 한계와 비교합니다.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계측기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이 절차는 전면 패널에서 수행하는 절차와 비슷합니다.먼저 측정 장비
에서 필요한 기능과 범위를 선택하여 컴퓨터를 통해 조정을 수행합니다.교정 값을 계측기로 전송한 다음 원격 인터페이스
를 통해 교정을 개시합니다.

교정 전에는 계측기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단일 교정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시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AL:SETup 2(교정 단계 2용으로 계측기 구성)

2. 외부 주파수 카운터를 사용하여 출력 주파수 측정

3. CAL:VALue 9.99994321E6(측정된 값을 계측기로 전송)

4. CAL?(설정 2에 대해 교정 조정 개시)

5. CAL?쿼리 값을 읽어 조정 실패(+1)또는 성공(+0)결정

6. CAL:SETup 3(교정 단계 3용으로 계측기 구성)

계측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PI언어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권장 테스트 장비

성능 검증 및 조정 절차에 권장되는 테스트 장비가 아래 나열되어 있습니다.동일한 계측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동일한
정확도의 교정 표준으로 대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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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요구사항 권장 모델 사

용*

디지털 멀티미

터(DMM)
ACV,참 RMS, AC커플링 정확도: ±0.02% ~ 1MHz
DCV정확도: 50ppm분해능: 100µV저항 오프셋 보상 정확도:
±0.1 Ω

애질런트 3458A Q,
P, T

정밀 AC전압계 1000Hz ~ 30MHz 0.1Vrms ~ 2Vrms(–7dBm ~ +20dBm)정확
도: 0.02dB분해능: 0.01 dB

Fluke 5,790A Q,
P, T

주파수 미터 정확도: 0.1 ppm 애질런트 53132A Opt
012(고안정성)

Q,
P, T

오실로스코프 1GHz, 4Gs/초, 50Ω입력 터미네이션 애질런트 MSO6104A T

어댑터 BNC(m) -듀얼 바나나(f) 애질런트 11001-60001 Q,
P, T

어댑터 N유형(m) - BNC(m) 애질런트 E9623A Q,
P, T

케이블(두 개 필
요)

듀얼 바나나(m) -듀얼 바나나(m) 애질런트 11000-60000 Q,
P, T

케이블 RG58, BNC(m) -듀얼 바나나 애질런트 11001-60001 Q,
P, T

케이블 RG58, BNC(m) - BNC(m) 애질런트 11170C Q,
P, T

* Q=빠른 검증 P =성능 검증 T =문제 해결

테스트 고려사항

최적의 성능을 위해 모든 절차는 다음 권장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l 교정 주변 온도는 18 ~ 28°C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상적인 온도는 23±1°C입니다.

l 주변 상대습도가 80%미만이어야 합니다.

l 검증 또는 조정 전에 1시간 동안 예열해야 합니다.

l 측정 케이블은 최대한 짧아야 하며 임피던스 요구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l RG-58또는 동급 50Ω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정 카운트

교정을 몇 회 수행했는지 계측기에 쿼리할 수 있습니다.계측기는 출고 시에 교정되었습니다.계측기를 인수할 때 카운트를
읽어 초기값을 확인하십시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값이 저장되는 각 교정 포인트마다 값이 1씩 증가하므로 전체 교정을 실행할 경우 카운트가 다수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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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개요

l 전면 패널:

l SCPI:CAL:COUNt?

교정 메시지

교정 메모리에는 최대 40자의 메시지 하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교정을 수행한 날짜,다음 교정 예
정 날짜,계측기 일련 번호,교정 전문가의 연락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교정 메시지를 기록하려면 계측기의 보안을 해제합니다.계측기 보안 여부에 관계없이 메시지는 전면 패널 또는 원격 인터
페이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l 교정 메시지를 저장하면 이전에 저장된 메시지를 덮어씁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전면 패널:

l SCPI:CAL:STR "Cal Due: 01 August 2012"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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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보안

교정 보안

이 단원에서는 계측기의 교정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안 개요

보안 코드로 실수로 인한 계측기 조정 또는 무단 계측기 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 33521A및 33522A모델의 경우 보안 코드는 계측기 출고 시 AT33520A로 설정됩니다.기타 모든 모델의 경우에는
보안 코드가 AT33500으로 설정됩니다.

l 일단 보안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코드는 전면 패널과 원격 조작에도 사용해야 합니다.전면 패널에서 계측기 보안을 적
용한 경우 원격 인터페이스에서도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여 보안을 해제해야 합니다.

l 이 설정은 비휘발성이므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RST를 실행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l 보안 코드 규칙:
따옴표가 없는 문자열(최대 12자)
문자(A-Z)로 시작해야 함
문자,숫자(0-9)및 밑줄 사용 가능

l 전면 패널:

l SCPI: CALibration_SECurity:STATe

보안 코드 없이 계측기 보안 해제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ESD(정전기 방전)안전 조치를 참조하십시오.

1. 전원 코드 및 모든 입력 연결을 해제합니다.

2. 계측기를 분해합니다(분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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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보안

3.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인 보드 헤더의 핀 1과 핀 6간을 일시적으로 단락시킵니다.

4. 전원을 연결하고 계측기를 켭니다.

전원 공급기 모듈의 고전압부 또는 전원 라인 연결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계측기가 꺼져
있어도 전원은 공급됩니다.

5. 오류 대기열에 "Calibration security has been disabled."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교정 보안 잠금이 해제되고 암호가 출고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전원을 켜는 동안 점퍼가 연결되었으므로 교정
카운트가 증가하며 +701,"Calibration error; security defeated by hardware jumper"오류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비휘발성 교정 저장소가 업데이트되어 이러한 작동을 반영합니다.

6. 계측기를 끄고 임시 단락을 제거한 후에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7. 계측기를 다시 조립합니다.

8. 위에서 설명한 대로 새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안전한 위치에 기록해 둡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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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검증

다음 항목에서는 교정 절차의 검증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l 성능 검증 테스트

l 내부 타임베이스 검증

l AC진폭(고임피던스)검증

l DC오프셋 전압 검증

l -8dB범위 평탄도 검증

l -24dB범위 평탄도 검증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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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 테스트

성능 검증 테스트

성능 검증 테스트를 사용해서 계측기의 측정 성능을 검증합니다.성능 검증 테스트에서는 제품 데이터시트에 나와 있는 계
측기 사양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 레벨의 성능 검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자가 테스트 계측기 작동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일련의 내부 검증 테스트입니다.

l 빠른 검증 내부 자가 테스트와 선택한 검증 테스트의 조합입니다.

l 성능 검증 테스트 계측기를 처음 받았을 때나 조정을 수행한 후에 합격판정 테스트로 권장되는 포괄적 테스트 집합입

니다.

자가 테스트

계측기를 켤 때마다 간단한 전원 켜기 자가 테스트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이 제한적인 테스트에서는 계측기의 작동 상태
를 점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자가 테스트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빠른 성능 확인

빠른 성능 확인은 내부 자가 테스트와 축약된 성능 테스트의 조합으로,성능 검증 테스트에서 Q자로 지정됩니다.이 테스트
에서는 계측기 기능의 정상 작동 및 사양에 부합되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이러한 테스트는 서
비스 작업 이후에 권장되는 가장 최소한의 성능 확인 집합이기도 합니다.빠른 확인 요소(Q로 지정됨)로 계측기 성능을 감사
하여 정상적인 정확도 드리프트 메커니즘에 대한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이 테스트에서는 비정상적인 구성 요소 고장
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빠른 성능 확인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자가 테스트를 완전히 수행합니다.

2. Q자로 표시된 성능 검증 테스트만 수행합니다.

3. 계측기가 빠른 성능 확인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성능 검증 테스트

성능 검증 테스트는 계측기를 처음 받았을 때의 합격판정 테스트로 권장됩니다.합격판정 테스트 결과를 제품 데이터시트의
사양과 비교해야 합니다.합격된 후 매 교정 주기마다 성능 검증 테스트를 반복해야 합니다.

계측기가 성능 검증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매 교정 주기마다 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시트에 나와 있는 사양의 80%이
하를 검증 한계로 사용하여 대역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폭 및 평탄도 검증 절차

평탄도 검증 절차에서는 정밀 AC전압계를 사용합니다.열전압 변환기(TVC)로 교체하여 적절한 작동 절차와 테스트 장비를
사용해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증 절차 중에는 -24dB및 -8dB감쇠기 범위에 대한 평탄도를 측정합니다.기타 감쇠기 범위는 -24dB및 -8dB감쇠 범위 검
증 절차의 일부분으로 확인합니다.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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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타임베이스 검증

내부 타임베이스 검증

출력 주파수 정확도를 검증합니다.모든 출력 주파수는 생성된 단일 주파수에서 파생됩니다.

1.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파수 카운터를 채널 1출력에 연결합니다.주파수 카운터 입력은 50Ω에서 끝나야 합니다.

2. 계측기를 아래 표에 설명된 출력으로 설정하고 출력 주파수를 측정합니다.이때 계측기 출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용 파형 발생기 측정

기능 전압폭 주파수 공칭 오류*

Q 사인 파형 1.00 Vpp 10.000,000,0 MHz 10.000 Mhz ± 10 Hz

*옵션인 고안정성 OCXO타임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측정 오류는 ±1Hz입니다.

3. 측정된 값을 표에 나와 있는 테스트 한계와 비교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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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진폭(고임피던스) 검증

AC 진폭(고임피던스) 검증
각 감쇠기를 사용하여 1kHz주파수에서 AC진폭 출력 정확도를 확인합니다.

1. Vrms를 측정하도록 DMM을 설정합니다.아래 나온 것처럼 DMM을 채널 출력에 연결합니다.

2. 계측기를 아래 표의 각 출력으로 설정하고 DMM을 사용하여 출력 전압을 측정합니다.출력 임피던스를 High-Z로 설정
하고 출력을 활성화하십시오.

사용 파형 발생기 측정

출력 설정 기능 주파수 전압폭 공칭 오류*

Q High Z** 사인 1.000 kHz 400.0 mVrms 0.400 Vrms ±0.004707 Vrms

Q High Z 사인 1.000 kHz 400.0 mVrms 0.400 Vrms ±0.004707 Vrms

Q High Z 사인 1.000 kHz 1.00 Vrms 1.00 Vrms ±0.010707 Vrms

Q High Z 사인 1.000 kHz 2.500 Vrms 2.5 Vrms ±0.025707 Vrms

Q High Z 사인 1.000 kHz 7.000 Vrms 7.0000 Vrms ±0.070707 Vrms

* ±1mVpp(50Ω)설정의 1%를 기준으로 하며 High-Z의 경우에는 Vrms로 변환됩니다.

**다음 시퀀스에 따라 이 출력을 설정합니다.

a. 진폭을 400.0mVrms로 설정

b. DC오프셋을 1.0VDC로 설정

c. 자동 범위를 OFF로 설정

d. DC오프셋 전압을 0.0VDC로 설정

e. 측정 후 나머지 측정값에 대해서는 자동 범위를 ON으로 설정합니다.

3. 측정된 값을 표에 나와 있는 테스트 한계와 비교합니다.

4. 두 채널 계측기에서만 가능: DMM을 채널 2출력에 연결하고 2 ~ 3단계를 반복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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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오프셋 전압 검증

DC 오프셋 전압 검증
2개 감쇠기 범위에서 DC오프셋 전압을 확인합니다.

1. DCV를 측정하도록 DMM을 설정합니다.아래 나온 것처럼 DMM을 채널 출력에 연결합니다.

2. 계측기를 아래 표의 각 출력으로 설정하고 DMM을 사용하여 출력 전압을 측정합니다.

사용 파형 발생기 측정

출력 설정 기능 전압 공칭 오류*

Q High Z DC 0.0 V 0.0 VDC ±0.002 VDC

Q High Z DC 500 mV 0.500 VDC ±0.007 VDC

Q High Z DC 10.0 V 10.0 VDC ±0.102 VDC

* High-Z의 경우 ±2mVDC설정의 1%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측정된 값을 표에 나와 있는 테스트 한계와 비교합니다.

4. 두 채널 계측기에서만 가능: DMM을 채널 2출력에 연결하고 2 ~ 3단계를 반복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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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B 범위 평탄도 검증

-8dB 범위 평탄도 검증
-8dB감쇠기 범위에서 고주파수 AC진폭 평탄도를 확인합니다.또한 -24dB및 0dB감쇠기 범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범위에
대해서도 평탄도를 확인합니다.

1. 아래 나온 것처럼 정밀 AC전압계를 연결하여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BNC케이블을 Fluke 5790A의 광대역 입력에
연결합니다.대체 테스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드 정확도가 측정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입력 임피던스
가 50Ω인지 확인하십시오.

2. 정밀 AC전압계를 "Medium, Medium"디지털 필터 및 필터 재시작으로 설정합니다.

3. 계측기를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는 각 출력으로 설정하고 AC전압계를 사용하여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측정된 값은
기준 측정값이 됩니다.출력 임피던스를 50Ω으로 설정하고 출력을 활성화하십시오.

사용 파형 발생기 측정

출력 로드 기능 전압폭 주파수 공칭 오류

Q 50 Ω 사인 1.200 Vrms 1.000 kHz 1.2 Vrms ±0.0127 Vrms

4. 3단계에서 측정된 값을 AC전압계의 기준 값으로 설정합니다.

5. 계측기를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는 각 출력으로 설정하고 AC전압계를 사용하여 소스 기준 출력 진폭을 백분율로 측정
합니다.전력계를 사용하여 이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에는 dB단위 출력도 나와 있습니다.

사용 파형 발생기 측정

출력 로드 기능 전압폭 주파수 공칭 오류 공칭 오류

50 Ω 사인 1.200 Vrms 100.000 kHz 100% ± 1.15% 0 dB ± 0.10 dB

50 Ω 사인 1.200 Vrms 500.000 kHz 100% ± 1.74% 0 dB ± 0.15 dB

50 Ω 사인 1.200 Vrms 1.000 MHz 100% ± 1.74% 0 dB ± 0.15 dB

Q 50 Ω 사인 1.200 Vrms 2.000 MHz 100% ± 1.74% 0 dB ± 0.15 dB

50 Ω 사인 1.200 Vrms 5.000 MHz 100% ± 1.74% 0 dB ± 0.15 dB

50 Ω 사인 1.200 Vrms 10.00 MHz 100% ± 3.51% 0 dB ± 0.3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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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B 범위 평탄도 검증

사용 파형 발생기 측정

50 Ω 사인 1.200 Vrms 15.00 MHz 100% ± 3.51% 0 dB ± 0.30 dB

50 Ω 사인 1.200 Vrms 20.00 MHz 100% ± 3.51% 0 dB ± 0.30 dB

50 Ω 사인 1.200 Vrms 22.00 MHz
(20MHz계측기에는 필요하지 않음)

100% ± 4.71% 0 dB ± 0.40 dB

50 Ω 사인 1.200 Vrms 27.00 MHz
(20MHz계측기에는 필요하지 않음)

100% ± 4.71% 0 dB ± 0.40 dB

50 Ω 사인 1.200 Vrms 30.00 MHz
(20MHz계측기에는 필요하지 않음)

100% ± 4.71% 0 dB ± 0.40 dB

6. 측정된 값을 표에 나와 있는 테스트 한계와 비교합니다.

7. 두 채널 계측기에서만 가능: AC전압계를 채널 2에 연결하고 2 ~ 6단계를 반복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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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dB 범위 평탄도 검증

-24dB 범위 평탄도 검증
-24dB감쇠기 범위에서 고주파수 AC진폭 평탄도를 확인합니다.또한 0dB감쇠기 범위에 대해서도 평탄도를 확인합니다.

1. 아래 나온 것처럼 정밀 AC전압계를 연결하여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BNC케이블을 Fluke 5790A의 광대역 입력에
연결합니다.대체 테스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드 정확도가 측정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입력 임피던스
가 50Ω인지 확인하십시오.

2. 정밀 AC전압계를 "Medium, Medium"디지털 필터 및 필터 재시작으로 설정합니다.

3. 계측기를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는 각 출력으로 설정하고 AC전압계를 사용하여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측정된 값은
기준 측정값이 됩니다.출력 임피던스를 50Ω으로 설정하고 출력을 활성화하십시오.

사용 파형 발생기 측정

출력 로드 기능 전압폭 주파수 공칭 오류

Q 50 Ω 사인 0.190 Vrms 1.000 kHz 0.19 0 Vrms ±0.0026 Vrms

4. 3단계에서 측정된 값을 AC전압계의 기준 값으로 설정합니다.

5. 계측기를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는 각 출력으로 설정하고 AC전압계를 사용하여 소스 기준 출력 진폭을 백분율로 측정
합니다.전력계를 사용하여 이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에는 dB단위 출력도 나와 있습니다.

사용 파형 발생기 측정

출력 로드 기능 전압폭 주파수 공칭 오류 공칭 오류

50 Ω 사인 0.190 Vrms 100.000 kHz 100% ± 1.15% 0 dB ± 0.10 dB

50 Ω 사인 0.190 Vrms 500.000 kHz 100% ± 1.74% 0 dB ± 0.15 dB

50 Ω 사인 0.190 Vrms 1.000 MHz 100% ± 1.74% 0 dB ± 0.15 dB

Q 50 Ω 사인 0.190 Vrms 2.000 MHz 100% ± 1.74% 0 dB ± 0.15 dB

50 Ω 사인 0.190 Vrms 5.000 MHz 100% ± 1.74% 0 dB ± 0.15 dB

50 Ω 사인 0.190 Vrms 10.00 MHz 100% ± 3.51% 0 dB ± 0.3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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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dB 범위 평탄도 검증

사용 파형 발생기 측정

50 Ω 사인 0.190 Vrms 15.00 MHz 100% ± 3.51% 0 dB ± 0.30 dB

50 Ω 사인 0.190 Vrms 20.00 MHz 100% ± 3.51% 0 dB ± 0.30 dB

50 Ω 사인 0.190 Vrms 22.00 MHz
(20MHz계측기에는 필요하지 않음)

100% ± 4.71% 0 dB ± 0.40 dB

50 Ω 사인 0.190 Vrms 27.00 MHz
(20MHz계측기에는 필요하지 않음)

100% ± 4.71% 0 dB ± 0.40 dB

50 Ω 사인 0.190 Vrms 30.00 MHz
(20MHz계측기에는 필요하지 않음)

100% ± 4.71% 0 dB ± 0.40 dB

6. 측정된 값을 표에 나와 있는 테스트 한계와 비교합니다.

7. 두 채널 계측기에서만 가능: AC전압계를 채널 2에 연결하고 2 ~ 6단계를 반복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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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정/조정 절차

일반 교정/조정 절차
완전한 계측기 교정을 위한 권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스트 고려사항을 확인합니다.

2. 계측기의 특성(입력 데이터)을 분석하기 위해 검증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3. [System] > Instr Setup > Calibrate를 누릅니다.교정하지 못하도록 계측기 보안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안을 해
제합니다.

4. 수행 중인 절차의 설정 번호를 입력합니다.기본 설정 번호는 "1"이며 절차를 수행하면 전면 패널에서 숫자가 증가합니
다.

5. BEGIN을 선택합니다.

6. 입력이 필요한 설정의 경우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값을 측정된 값으로 조정하고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7. 설정이 필요한 다음 값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조정 절차를 취소하려면 CANCEL STEP을 선택합니다.그러면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번호 입력 모드로 돌아갑니다.

8. 작업이 완료되면 END CAL을 선택합니다.

9. 원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새 교정 메시지를 설정합니다(옵션).메시지(최대 40자)는 교정 계수와 함께 저장됩니다.

10. 계측기에 교정 보안을 설정합니다.

11. 계측기의 유지보수 기록에 새 보안 코드와 교정 카운트를 메모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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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교정 중단

진행 중인 교정 중단

진행 중인 교정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원을 끄거나,원격 인터페이스 장치 지우기 메시지를 보낸 후에 *RST
를 실행하면 언제든지 교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측기는 각 조정 절차가 끝날 때 교정 상수를 저장합니다.전원을 끄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조정을 중단하는 경우 중
단된 조정 절차만 다시 수행하면 됩니다.

계측기에서 새 교정 상수를 메모리에 쓰는 동안 전원이 꺼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모든 교정 상수가 손

실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원을 다시 공급하면 계측기에서 "-313, Calibration Memory
Lost"오류가 표시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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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퀀스

조정 시퀀스

번호가 지정된 단계로 조정 시퀀스를 수행하면 테스트 장비 설정 및 연결 변경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별 조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설정 1 ~ 7은 다른 모든 설정 절차 전에 순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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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테스트

자가 테스트

자가 테스트를 수행하면 추가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계측기가 정상 작동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수행하기 전에 계측기 잠금을 해제하고 테스트 고려사항에 나와 있는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1. [System] > Instr Setup > Calibrate를 누릅니다.설정 번호 1을 입력하고 BEGIN을 선택합니다.

설정

1 자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테스트 중에는 메인 출력이 비활성화됩니다.

2. 계측기가 자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정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계측기를 수리해야 합니다.

전체 자가 테스트(*TST?)는 약 15초가 소요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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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내부 타임베이스) 조정

주파수(내부 타임베이스) 조정
계측기는 크리스털 오실레이터가 정확히 10MHz를 출력하도록 설정하는 교정 상수를 저장합니다.타임베이스 안정성을 유
지하려면 이 교정 조정 전에 계측기를 30분 동안 계속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1. 주파수 카운터 분해능을 0.01ppm보다 높게 설정하고 입력 터미네이션은 50Ω으로 설정합니다.주파수 카운터의 입력
터미네이션이 50Ω이 아니면 외부 터미네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아래에 나와 있는 대로 연결합니다.

2. 주파수 카운터를 사용하여 아래 표의 각 설정에 대해 출력 주파수를 측정합니다.

공칭 신호

설정 주파수 전압폭

2 <10 MHz ~1 Vpp 출력 주파수가 10MHz보다 약간 낮음

3 >10 MHz ~1 Vpp 출력 주파수가 10MHz보다 약간 높음

4 ~10 MHz ~1 Vpp 출력 주파수가 10MHz에 가까워야 함

5* 10 MHz ~1 Vpp 출력 주파수가 10MHz(±1ppm)이어야 함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3.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각 설정에 표시된 주파수가 측정된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4. 설정 5를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교정 절차에서 방금 조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정 메뉴를 종료하고 내부 타임베이스 검증을 수행합니다.

b. 모든 조정을 수행하고 계측기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단원의 다음 절차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389



내부 ADC 조정

내부 ADC 조정
계측기는 내부 ADC오프셋 및 게인과 관련된 교정 상수를 저장합니다.설정 6은 항상 기타 진폭 조정을 시도하기 전에 수행
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자가 교정에서 생성된 교정 상수의 소스로 내부 ADC를 사용합니다(설정 7).

1.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널 1출력을 계측기 후면 패널의 변조 입력 및 DMM에 연결합니다.

2. 5 1/2자릿수로 표시되도록 DMM을 설정하고 기능은 DCV로 설정합니다.

3.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공칭 신호

설정 DC 레벨

6* ~1.0 VDC±10% 내부 ADC를 교정합니다.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4.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DMM에서 측정된 값을 입력합니다.

이 설정은 완료하는 데 약 15초가 소요됩니다.

5. 계측기에서 모든 케이블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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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교정 조정

자가 교정 조정

1. 다음 설정을 입력 및 시작합니다.

설정

7* 자가 교정.출력은 비활성화됩니다.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2. 설정 6및 7을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교정 절차에서 방금 조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정 메뉴를 종료하고 DC오프셋 전압 검증을 수행합니다.

b. 모든 조정을 수행하고 계측기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단원의 다음 절차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이 설정은 완료하는 데 약 15초가 소요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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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임피던스 조정

출력 임피던스 조정

계측기에서는 채널 출력 임피던스에 대한 교정 상수를 저장합니다.이러한 상수는 사후 앰프 감쇠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생성됩니다.

1. 오프셋 보상 4와이어 옴을 측정하도록 DMM을 설정합니다. 100 NPLC통합을 사용하도록 DMM을 설정합니다.아래 나
온 것처럼 옴 소스 및 옴 감지 DMM입력을 채널 출력에 연결합니다.

2. DMM을 사용하여 아래 표의 각 설정에 대해 전면 패널 출력 커넥터에서 4와이어 저항을 측정합니다.예상 측정 값은 약
50Ω입니다.

설정

8* -24dB감쇠기 이후 범위

9* 0dB범위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3.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각 설정에 표시된 임피던스가 측정된 임피던스와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4. 출력 임피던스에 대한 특별한 작동 검증 테스트는 없습니다.계속해서 이 단원의 다음 조정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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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진폭(고임피던스) 조정

AC 진폭(고임피던스) 조정
계측기에서는 각 고임피던스 감쇠기 경로에 대한 교정 상수를 저장합니다.각 경로의 게인 계수는 두 측정값을 사용하여 측
정되는데,그 중 하나는 +출력의 파형 DAC가 포함된 측정값이고 다른 하나는 -출력의 파형 DAC가 포함된 측정값입니다.
따라서 설정은 쌍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 아래 나온 것처럼 DMM을 채널 출력에 연결합니다.

2. DMM을 사용하여 아래 표의 각 설정에 대해 전면 패널 커넥터에서 DC전압을 측정합니다.

설정 공칭 신호

DC 레벨

10 +0.0028 V -72dB범위의 출력

11* - 0.0028 V -72dB범위의 출력

12 +0.007 V -64dB범위의 출력

13* -0.007 V -64dB범위의 출력

14 +0.017 V -56dB범위의 출력

15* -0.017 V -56dB범위의 출력

16 +0.044 V -48dB범위의 출력

17* -0.044 V -48dB범위의 출력

18 +0.11 V -40dB범위의 출력

19* -0.11 V -40dB범위의 출력

20 +0.28 V -32dB범위의 출력

21* -0.28 V -32dB범위의 출력

22 +0.68 V -24dB범위의 출력

23* -0.68 V -24dB범위의 출력

24 +1.7 V -16dB범위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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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진폭(고임피던스) 조정

설정 공칭 신호

DC 레벨

25* -1.7 V -16dB범위의 출력

26 +4.3 V -8dB범위의 출력

27* -4.3 V -8dB범위의 출력

28 +10.8 V 0dB범위의 출력

29* -10.8 V 0dB범위의 출력

30 +0.044V -48dB고 DC범위의 출력

31* -0.044V -48dB고 DC범위의 출력

32 +0.11 V -40dB고 DC범위의 출력

33* -0.11 V -40dB고 DC범위의 출력

34 +0.28 V -32dB고 DC범위의 출력

35* -0.28 V -32dB고 DC범위의 출력

36 +0.68 V -24dB고 DC범위의 출력

37* -0.68 V -24dB고 DC범위의 출력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3.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각 설정에 표시된 전압이 측정된 전압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4. 설정 37를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교정 절차에서 방금 조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정 메뉴를 종료하고 AC진폭(고임피던스)검증을 수행합
니다.

b. 모든 조정을 수행하고 계측기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단원의 다음 절차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394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24dB 범위 평탄도 조정

-24dB 범위 평탄도 조정
1. 아래 나온 것처럼 정밀 AC전압계를 연결하여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BNC케이블을 Fluke 5790A의 광대역 입력에
연결합니다.

2. 정밀 AC전압계를 사용하여 아래 표의 각 설정에 대해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설정 공칭 신호

주파수 전압폭

38* 1 k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39* 100 k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40* 1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41* 5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42* 10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43* 20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44* 25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45* 30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3.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각 설정에 표시된 전압이 측정된 전압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4. 설정 45를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교정 절차에서 방금 조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정 메뉴를 종료하고 -24dB범위 평탄도 검증을 수행합니
다.

b. 모든 조정을 수행하고 계측기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단원의 다음 절차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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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B 범위 평탄도 조정

-8dB 범위 평탄도 조정
1. 아래 나온 것처럼 정밀 AC전압계를 연결하여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BNC케이블을 Fluke 5790A의 광대역 입력에
연결합니다.

2. 정밀 AC전압계를 사용하여 아래 표의 각 설정에 대해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설정 공칭 신호

주파수 전압폭

46* 1 k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47* 100 k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48* 1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49* 5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50* 10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51* 20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52* 25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53* 30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3.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각 설정에 표시된 전압이 측정된 전압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4. 설정 53를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교정 절차에서 방금 조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정 메뉴를 종료하고 -8dB범위 평탄도 검증을 수행합니
다.

b. 모든 조정을 수행한 후에 계측기 성능을 검증하는 경우 성능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여 계측기의 출력 사양을 확인하
십시오.

이것으로 1개 채널 계측기에 대한 조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출력 사양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 채널 계측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단원의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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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B 범위 평탄도 조정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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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2 조정

채널 2 조정
다음 항목에서는 채널 2에 대한 교정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l 자가 교정 조정(채널 2)

l 출력 임피던스 조정(채널 2)

l AC진폭(고임피던스)조정(채널 2)

l -24dB범위 평탄도 조정(채널 2)

l -8dB범위 평탄도 조정(채널 2)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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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교정 조정(채널 2)

자가 교정 조정(채널 2)
1. 다음 설정을 입력 및 시작합니다.

설정

54* 자가 교정.출력은 비활성화됩니다.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2. 설정 54를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교정 절차에서 방금 조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정 메뉴를 종료하고 DC오프셋 전압 검증을 수행합니다.
채널 2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b. 모든 조정을 수행하고 계측기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단원의 다음 절차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이 설정은 완료하는 데 약 15초가 소요됩니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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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임피던스 조정(채널 2)

출력 임피던스 조정(채널 2)
계측기에서는 채널 출력 임피던스에 대한 교정 상수를 저장합니다.이러한 상수는 사후 앰프 감쇠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생성됩니다.

1. 오프셋 보상 4와이어 옴을 측정하도록 DMM을 설정합니다. 100 NPLC통합을 사용하도록 DMM을 설정합니다.아래 나
온 것처럼 옴 소스 및 옴 감지 DMM입력을 채널 출력에 연결합니다.

2. DMM을 사용하여 아래 표의 각 설정에 대해 전면 패널 출력 커넥터에서 4와이어 저항을 측정합니다.예상 측정 값은 약
50Ω입니다.

설정

55* -24dB감쇠기 이후 범위

56* 0dB범위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3.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각 설정에 표시된 임피던스가 측정된 임피던스와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4. 출력 임피던스에 대한 특별한 작동 검증 테스트는 없습니다.계속해서 이 단원의 다음 조정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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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진폭(고임피던스) 조정 (채널 2)

AC 진폭(고임피던스) 조정 (채널 2)
계측기에서는 각 고임피던스 감쇠기 경로에 대한 교정 상수를 저장합니다.각 경로의 게인 계수는 두 측정값을 사용하여 측
정되는데,그 중 하나는 +출력의 파형 DAC가 포함된 측정값이고 다른 하나는 -출력의 파형 DAC가 포함된 측정값입니다.
따라서 설정은 쌍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 아래 나온 것처럼 DMM을 채널 출력에 연결합니다.

2. DMM을 사용하여 아래 표의 각 설정에 대해 전면 패널 커넥터에서 DC전압을 측정합니다.

공칭 신호

설정 DC 레벨

57 +0.0028 V -72dB범위의 출력

58* - 0.0028 V -72dB범위의 출력

59 +0.007 V -64dB범위의 출력

60* -0.007 V -64dB범위의 출력

61 +0.017 V -56dB범위의 출력

62* -0.017 V -56dB범위의 출력

63 +0.044 V -48dB범위의 출력

64* -0.044 V -48dB범위의 출력

65 +0.11 V -40dB범위의 출력

66* -0.11 V -40dB범위의 출력

67 +0.28 V -32dB범위의 출력

68* -0.28 V -32dB범위의 출력

69 +0.68 V -24dB범위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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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진폭(고임피던스) 조정 (채널 2)

공칭 신호

설정 DC 레벨

70* -0.68 V -24dB범위의 출력

71 +1.7 V -16dB범위의 출력

72* -1.7 V -16dB범위의 출력

73 +4.3 V -8dB범위의 출력

74* -4.3 V -8dB범위의 출력

75 +10.8 V 0dB범위의 출력

76* -10.8 V 0dB범위의 출력

77 +0.044V -48dB고 DC범위의 출력

78* -0.044V -48dB고 DC범위의 출력

79 +0.11 V -40dB고 DC범위의 출력

80* -0.11 V -40dB고 DC범위의 출력

81 +0.28 V -32dB고 DC범위의 출력

82* -0.28 V -32dB고 DC범위의 출력

83 +0.68 V -24dB고 DC범위의 출력

84* -0.68 V -24dB고 DC범위의 출력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3.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각 설정에 표시된 전압이 측정된 전압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4. 설정 84를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교정 절차에서 방금 조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정 메뉴를 종료하고 AC진폭(고임피던스)검증을 수행합
니다.

b. 모든 조정을 수행하고 계측기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단원의 다음 절차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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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dB 범위 평탄도 조정(채널 2)

-24dB 범위 평탄도 조정(채널 2)
1. 아래 나온 것처럼 정밀 AC전압계를 연결하여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BNC케이블을 Fluke 5790A의 광대역 입력에
연결합니다.

2. 정밀 AC전압계를 사용하여 아래 표의 각 설정에 대해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설정 공칭 신호

주파수 전압폭

85* 1 k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86* 100 k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87* 1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88* 5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89* 10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90* 20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91* 25 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92* 30MHz 0.192 Vrms -24dB범위에 대한 평탄도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3.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각 설정에 표시된 전압이 측정된 전압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4. 설정 92를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교정 절차에서 방금 조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정 메뉴를 종료하고 -24dB범위 평탄도 검증을 수행합니
다.채널 2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b. 모든 조정을 수행하고 계측기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단원의 다음 절차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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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B 범위 평탄도 조정(채널 2)

-8dB 범위 평탄도 조정(채널 2)
이 단원에서 설명하는 조정은 채널 2에 적용되며, -8dB감쇠기 범위에서 고주파수 AC진폭 평탄도를 확인합니다.또한 -
24dB및 0dB감쇠기 범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범위에 대해서도 평탄도를 확인합니다.

1. 아래 나온 것처럼 정밀 AC전압계를 연결하여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BNC케이블을 Fluke 5790A의 광대역 입력에
연결합니다.

2. 정밀 AC전압계를 사용하여 아래 표의 각 설정에 대해 출력 진폭을 측정합니다.

공칭 신호

설정 주파수 전압폭

93* 1 k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94* 100 k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95* 1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96* 5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97* 10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98* 20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99* 25 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100* 30MHz 1.22 Vrms -8dB범위에 대한 평탄도

*이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가 저장됩니다.

3. 숫자 키패드 또는 노브를 사용하여 각 설정에 표시된 전압이 측정된 전압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ENTER VALUE를
선택합니다.

4. 설정 100을 수행하고 나면 권장 조정 절차가 완료됩니다.출력 사양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교정 절차에서 방금 조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정 메뉴를 종료하고 -8dB범위 평탄도 검증을 수행합니
다.

이전 교정 항목 다음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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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오류

교정 오류

교정 중에는 다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스템 오류와 자가 테스트 오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부 오류 메시지에는
문제가 발생한 채널 번호(1또는 2)가 포함되며,아래 메시지에서 이 번호는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701 Calibration error; security defeated by hardware jumper

계측기 전원을 켤 때 교정 보안 점퍼(CAL ENABLE)를 단락하면 보안 암호가 덮어쓰여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오류가 발생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교정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702 Calibration error; calibration memory is secured

교정을 수행하려면 계측기 보안을 해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교정을 위해 계측기 보안/보안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703 Calibration error; secure code provided was invalid

지정한 보안 코드가 잘못되었습니다.

706 Calibration error; value out of range

입력한 값이 올바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707 Calibration error; signal input is out of range

1V입력 전압이 너무 높은 경우 ADC조정(설정 6)중에 발생합니다.자가 교정(설정 7)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가 테
스트를 실행하여 문제를 진단하십시오.

710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null DAC cal, invalid self cal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offset DAC cal with attenuator, invalid self cal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offset DAC cal no attenuator, invalid self cal

지정한 DAC의 내부 교정을 수행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자가 교정이 종료되었으며 자가 교정 상수가 변경되지 않
았습니다.자가 테스트를 실행하여 문제를 진단하십시오.

711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null DAC cal gain too low (too high), <meas_value>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offset DAC cal with attenuator gain too low (too high), <meas_
value>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offset DAC cal no attenuator gain too low (too high), <meas_
value>

지정한 DAC에 대해 계산된 게인 교정 계수가 한계를 벗어납니다.자가 교정이 종료되었으며 자가 교정 상수가 변경되지 않
았습니다.자가 테스트를 실행하여 문제를 진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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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null DAC cal zero too low (too high), <meas_value>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offset DAC cal with attenuator zero too low (too high), <meas_
value>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offset DAC cal no attenuator zero too low (too high), <meas_
value>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GND measurement out of limits, <meas_value>

지정한 DAC에 대해 계산된 0교정 계수가 한계를 벗어납니다.자가 교정이 종료되었으며 자가 교정 상수가 변경되지 않았습
니다.자가 테스트를 실행하여 문제를 진단하십시오.

715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null DAC cal, convergence error sub attenuator value dB

내부 교정 중에 내부 null DAC교정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자가 교정이 종료되었으며 자가 교정 상수가 변경되지 않았습
니다.자가 테스트를 실행하여 문제를 진단하십시오.

720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offset DAC cal with attenuator, convergence error
Self-calibration failed; Chan n, offset DAC cal no attenuator, convergence error

내부 오프셋 DAC교정에서 내부 교정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자가 교정이 종료되었으며 자가 교정 상수가 변경되지 않았
습니다.자가 테스트를 실행하여 문제를 진단하십시오.

850 Calibration error; set up is invalid

잘못된 교정 설정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850 Calibration error; set up is out of order

특정 교정 단계의 경우 특정 방법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교정 시퀀스의 중간부터 수행하지 마십시오.

이전 교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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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도표

블록 도표

계측기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메인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l 프로세서

l 메인 보드

l 전면 패널

l 메인 전원 공급기

이 단원 아래쪽에는 간단한 블록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GPIB, LAN및 USB포트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CPU, RAM, ROM및 회로가 포함된 단일 보드 컴퓨터입니다.
ROM에는 웹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프로세서 회로는 접지됩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프로세서가 FPGA와 통신하여 FPGA를 로드합니다.이 통신에서는 비동기 직렬 데이터 라인 3개와 직
렬 클럭 라인 한 개를 사용합니다.이 4개 라인은 절연된 상태입니다.

FPGA는 임의 파형을 제외한 모든 파형을 저장합니다.임의 파형은 메인 보드에서 SDRAM으로 로드됩니다.파형,트리거,동
기 신호,출력 경로,감쇠 및 오프셋은 모두 FPGA를 통해 제어합니다.

각 채널의 메인 파형(블록 도표에는 한 개 채널만 표시되어 있음)은 파형 DAC로 로드되어 타임베이스에 의해 클럭됩니다.
DAC출력은 메인 감쇠기 앞의 타원형 필터를 통과합니다.경로에서는 3개 감쇠기(-7.96dB, -15.91dB, -23.87d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는 출력 앰프에 적용됩니다.그리고 출력 앰프에서 DC오프셋이 합산됩니다.로우 레벨 신호에는 사후 앰프 -23.87dB
감쇠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표에는 출력 신호 진폭을 생성하는 감쇠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력 범위

DC 오프셋 < 320 mV
-7.96dB -15.91dB -23.87dB -23.87 dB

(사후)

10 Vpp - 3.6 Vpp 출력 출력 출력 출력

4 Vpp - 1.44 Vpp 입력 출력 출력 출력

1.6 Vpp - 576 mVpp 출력 입력 출력 출력

640 mVpp - 230 mVpp 출력 출력 출력 입력

256 mVpp - 92 mVpp 입력 출력 출력 입력

102.4 mVpp - 36.86 mVpp 출력 입력 출력 입력

40.96 mVpp - 14.75 mVpp 출력 출력 입력 입력

16.38 mVpp - 5.90 mVpp 입력 출력 입력 입력

6.55 mVpp - 2.36 mVpp 출력 입력 입력 입력

2.62 mVpp - 1.00 mVpp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출력 범위

DC오프셋 ≥ 320 mV
-7.96dB -15.91dB -23.87dB -23.87dB

(사후)

9.36 Vpp - 3.6 Vpp 출력 출력 출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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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범위

DC 오프셋 < 320 mV
-7.96dB -15.91dB -23.87dB -23.87 dB

(사후)

4 Vpp - 1.44 Vpp 입력 출력 출력 출력

1.6 Vpp - 576 mVpp 출력 입력 출력 출력

640 mVpp - 230 mVpp 출력 출력 입력 출력

256 mVpp - 92 mVpp 입력 출력 입력 출력

102.4 mVpp - 36.86 mVpp 출력 입력 입력 출력

40.96 mVpp - 1.00 mVpp 입력 입력 입력 출력

출력 릴레이를 활성화하면 전면 패널 BNC커넥터로 파형이 제공됩니다.또한 이 릴레이를 비활성화하면 신호가 내부 자가
테스트 및 교정 루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조 ADC로 라우팅됩니다.

출력 릴레이는 FPGA를 통해 제어됩니다.두 개 회로(기본적으로는 외부 회로)에서 과전압 및 과전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
다.계측기는 매우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기 출력 신호는 FPGA에서 동기 DAC로의 파형으로 생성됩니다.

외부 트리거 입력 및 출력은 BNC커넥터에서 섀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FPGA보다 먼저 절연됩니다.

변조 입력은 A/D컨버터에 대한 절연된 입력입니다. FPGA는 변조 신호를 출력 파형에 적용합니다.

계측기의 클럭 생성기는 10MHz크리스털 오실레이터 및 위상 잠금 루프를 사용하여 FPGA및 파형 DAC에서 사용되는
250MHz클럭을 생성합니다.외부 10MHz주파수 기준을 사용할 때는 FPGA의 디지털 위상 잠금 루프가 크리스털 오실레이
터를 동기화 상태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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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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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기

전원 공급기

라인 전압은 필터링되어 메인 전원 공급기(라인 전원을 공급하면 항상 켜지는 15V공급기)에 공급됩니다.조정기는 메인 공
급기에서 접지된 +3.3V공급을 생성하며,역시 라인 전원을 공급하면 항상 활성 상태가 됩니다.

메인 보드의 작은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전원 스위치를 감지하여 기타 모든 공급기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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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해결

아래에는 일반적인 고장이 포함된 간단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계측기를 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외부 연결이
아닌 계측기에서 고장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또한 1년 이내에 계측기를 정확하게 교정했는지도 확인하십시오(교정
간격 참조).계측기 회로에서는 기본적인 테스트 장비를 사용한 문제 해결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l AC전원 코드가 계측기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며 전원이 들어오는 콘센트에 꽂혀 있습니다.

l 전면 패널 Power On/Standby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장치 고장 자가 테스트

자가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전면과 후면의 모든 연결을 해제하십시오.자가 테스트 중에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긴 테스
트 리드와 같은 외부 배선의 신호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더보드,프로세서 보드 또는 전면 패널 보드를 계측기 간에 전환하지 마십시오.이러한 보드에는
특정 장치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모델 번호와 일련 번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계측기와 일치하지
않는 보드를 사용하면 계측기 성능,라이센스,서비스 가능성,가져오기/내보내기 가능성 또는 보증
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기

메인 전원 공급기를 확인하십시오.

충격 위험.전원 공급기를 확인하려면 분해의 설명에 따라 계측기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메인 전원 공급기는 메인 회로 보드에 +15VDC(±0.3VDC)의 전원을 공급합니다.기타 모든 전원 공급기는 이 공급기에서
파생됩니다.라인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전원 공급기에는 항상 전력이 공급됩니다.

커넥터에서 메인 보드로의 전원 공급을 테스트합니다.메인 보드에서 전원 공급기 연결을 해제할 때 전원 공급기는 섀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l 회로 고장 시에는 공급기 로드가 높아져 공급기 출력 전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메인 보드에서 메인
공급기 연결을 해제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l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공급기에서 발진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l 메인 전원 공급기에는 퓨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퓨즈는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메인
전원 공급기 어셈블리를 교체하십시오.다른 계측기 고장으로 인해 전원 공급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인 보드에 있는 방열판의 전위는 서로 다릅니다.따라서 여러 방열판을 함께 단락시키는 경우 방열
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메인 보드를 프로빙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아래 표와 146페이지의 그림에 나와 있는 전원 공급기를 확인하십시오.접지 기준 공급기는 섀시를 접지로 사용하여 테스
트할 수 있습니다.절연된 공급기의 경우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방열판 중 하나를 사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공급 장치

+3.3 V ER*

+5 ER

+15V절연

-15 V절연

+9 V절연

-9 V절연

+3.3 V절연

+5 V절연

*이 공급기는 계측기에 AC전원을 적용할 때마다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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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자가 테스트 오류 605 - 609

자가 테스트 오류 605 - 609는 프로세서 보드에서 메인 보드의 파형 FPGA(U1005)를 올바르게 프로그래밍하거나 FPGA와
통신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오래된 펌웨어 또는 프로세서 보드
나 메인 보드의 고장 및 이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전에 계측기 펌웨어가 최신 상태인
지 확인하십시오.그래도 오류가 보고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보드 재장착

장치 전원을 끄고 커버를 제거합니다.프로세서 보드 및 메인 보드를 재장착합니다.장치 전원을 켜고 오류 605 - 609가 전
원을 켤 때 계속 보고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공급기 확인

시스템 전원 공급기를 프로빙하여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한계를 벗어나는 전원 공급기가 있으면 해당 전원
공급기를 진단하고,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SPI통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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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SPI 통신 확인

보드를 재장착한 후에도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프로세서 보드와 메인 보드 간의 SPI통신 라인을 프로빙합
니다.먼저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인 보드의 LED DS1001을 찾습니다.그런 다음 장치의 전원을 껐다가 켜고 장치가 완전히 부
팅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메인 보드 LED가 켜지는지 확인합니다.메인 보드 LED는 FPGA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래밍되었는
지 여부를 나타냅니다.다음 단원에는 메인 보드 커넥터(J201)에서 프로빙할 신호 라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인 보드 부팅 후 LED가 켜짐

FPGA가 프로그래밍되었으며 실행 중임을 나타냅니다.이 경우에는 메인 보드에서 프로세서 보드로의 통신에 장애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J201 27핀 라인을 프로빙하고 장치의 전원을 껐다가 켠 다음 장치가 완
전히 부팅될 때까지 기다려 라인이 활동하는지 확인합니다. +3.3V펄스(절연)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계측기를 부팅하
고 나면 활동은 중지됩니다.

l LED가 켜진 후에도 라인이 활동하지 않으면 메인 보드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 라인이 활동하면 프로세서 보드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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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보드 부팅 후 LED가 켜지지 않음

프로세서가 FPGA를 프로그래밍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이 경우에는 프로세서 보드에서 메인 보드로의 통신에 장애가 발
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원을 켤 때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다음 직렬 데이터 라인을 프로빙하십시오.

l J201, 23핀

l J201, 24핀

l J201, 26핀

l J201, 32핀

FPGA프로그래밍 중에 위의 모든 SPI라인이 활동하면 메인 보드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그렇지 않으면 프로
세서 보드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MHz 출력

전원 공급기가 작동하고 자가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후면 패널의 10MHz출력을 확인하십시오.계측기
전원이 켜져 있으며 프로세서 및 메인 보드가 작동할 때는 이 출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10MHz출력은 존재하는데 디스플레
이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전면 패널 보드 또는 디스플레이 어셈블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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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테스트 절차

자가 테스트 절차

전원 켜기 자가 테스트

계측기 전원을 켤 때마다 자가 테스트 중 일부가 수행됩니다.이러한 테스트에서는 최소한의 로직 및 하위 시스템 집합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체 자가 테스트

자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자가 테스트 절차에서 내부 오실레이터,디
지털 인프라,파형 메모리 및 아날로그 감쇠기 경로를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또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
장을 특정 어셈블리로 격리합니다.테스트 중에는 계측기 메인 출력은 BNC커넥터에서 내부적으로 분리되어 내부 ADC에
연결되며,이를 통해 계측기 전체에 필요한 신호 레벨을 확인합니다.

전체 자가 테스트(*TST?)는 약 15초가 소요됩니다.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릴레이 전환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자가 테스트
가 완료되면 "Self-test Passed"또는 "Self-test Failed"가 전면 패널에 표시됩니다.아래에서 자가 테스트 오류 메시지에 대
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가 테스트는 검증 또는 조정 작업 전에 실행하십시오.

자가 테스트 실행

자가 테스트 전에 계측기에 대한 모든 입력 연결을 제거합니다.전원 켜기 자가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원격 I/O로 실행

1. 원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계측기에 연결합니다(LAN구성 절차 참조).

2. *TST?를 보내고 결과가 통과(+0)인지 실패(+1)인지 확인합니다.오류를 확인하려면 SYSTem:ERRor?를 사용합니다.

전면 패널에서 실행

1. 다음을 누릅니다. [System] > Instr Setup > Self Test

2. 자가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진행표시줄이 표시됩니다.테스트가 완료되면 [System] > Help를 누른 다음 View
remote command error queue항목을 선택하여 고장을 확인합니다.

자가 테스트 오류 번호 및 메시지

고장 때문에 여러 오류 메시지가 생성될 수 있으며,그 중 첫째 메시지를 고장의 기본 원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일부 오류
메시지에는 문제가 발생한 채널 번호(1또는 2)가 포함되며,아래 메시지에서 이 번호는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415



자가 테스트 절차

오

류

메시지 및 의미 가능한 원인

601 Self-test failed; real time clock settings lost

실시간 클럭의 날짜/시간 설정이 손실되었습니다. RTC배터리가 분리되었거나 방
전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코인 셀은 전면 패널 보드에 있음).프로세서 보드를
제거했다가 전면 패널 어셈블리에 다시 삽입한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이 오류 상황는 전원을 켤 때 캡처되며 문제를 해결하고 전원을 껐다가 켤 때까
지 자가 테스트에서 보고됩니다.

RTC배터리

602 Self-test failed; main CPU power supply out of range

프로세서 보드에서 전원 공급기 중 하나가 명목상 전압 범위를 10%이상 벗어났
음을 감지했습니다.

프로세서 보드

603 Self-test failed; main CPU error accessing boot env

프로세서가 플래시에서 부트 파라미터에 액세스하지 못했습니다.펌웨어가 오래
되었거나 프로세서 보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보드

604 Self-test failed; front panel processor ping failed

프로세서 보드가 전면 패널 리비전 코드를 읽었는데 0이 수신되었습니다.전면 패
널 프로세서가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거나 프로세서 보드가 이탈되었거나 또는

전면 패널 프로세서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 보드

605 Self-test failed; waveform FPGA not programmed

프로세서가 부팅 시 파형 FPGA(U1005)를 프로그래밍하지 못했습니다.이 경우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서 보드 또는 메인 보

드.오류 605 - 609를 발생시
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에 대한 추가 정보는 문제 해

결을 참조하십시오.606 Self-test failed; waveform FPGA revision check failed

프로세서가 파형 FPGA(U1005)에서 리비전 레지스터를 읽었는데 잘못된 값이 수
신되었습니다. FPGA가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거나 내부 SPI통신이 실패했기 때
문일 수 있습니다.

607 Self-test failed; waveform FPGA read back error

프로세서가 파형 FPGA(U1005)의 테스트 위치에 쓸 수 없고 다시 읽을 수도 없습
니다. FPGA가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거나 내부 SPI통신이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608 Self-test failed; waveform FPGA security check failed

파형 FPGA(U1005)에서 내부 보안 검사가 실패했습니다. FPGA오류(테스트 605-
608),잘못된 FPGA이미지 또는 보안 장치 오작동(U1007)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면 자가 테스트가 종료됩니다.

609 Self-test failed; waveform FPGA security check failed

파형 FPGA(U1005)에서 내부 보안 검사가 실패했습니다. FPGA오류(테스트 605-
608),잘못된 FPGA이미지 또는 보안 장치 오작동(U1007)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면 자가 테스트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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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류

메시지 및 의미 가능한 원인

610 Self-test failed; main PLL not locked

파형 FPGA(U1005)를 내부 10MHz오실레이터(U903또는 U905)에 잠글 수 없습
니다.

메인 보드

611 Self-test failed; FPGA PLL not locked

파형 FPGA(U1005)를 내부 샘플 클럭 생성기 IC(U906)에 잠글 수 없습니다.

메인 보드

612 Self-test failed; Chan n, waveform memory PLL not locked

표시된 채널(U1101또는 U1102)의 파형 RAM을 해당 클럭에 잠글 수 없습니다.

메인 보드

613 Self-test failed; Chan n, waveform memory not initialized

표시된 채널(U1101또는 U1102)의 파형 RAM을 초기화하지 못했습니다.

메인 보드

615 Self-test failed; modulation ADC offset too low (too high)

내부 ADC의 ACOM측정값이 한계를 벗어납니다.

메인 보드

616 Self-test failed; modulation ADC reference too low (too high)

내부 ADC의 전압 기준(VRef)측정값이 한계를 벗어납니다.

메인 보드

620 Self-test failed; Chan n, waveform memory test failed on idle

파형 메모리 테스트가 올바르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파형 FPGA(U1005)의 오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메인 보드

621 Self-test failed; Chan n, waveform memory test failed

표시된 채널(U1101또는 U1102)에 대한 파형 RAM메모리 테스트가 실패했습니
다.테스트는 미리 정해진 패턴으로 전체 파형 RAM을 쓰고 다시 읽는 작업으로 구
성됩니다.

메인 보드

625 Self-test failed; Chan n, waveform DAC gain[idx] too low (too high)

파형 DAC(U1801또는 U1501)가 정확한 출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게인 [idx] 1
은 POS전압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고 게인 [idx] 2는 NEG전압 테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메인 보드

630 Self-test failed; Chan n, sub attenuator failure 0dB

파형 DAC(U1801또는 U1501)내의 트리밍 DAC가 0dB에서 정확한 출력을 제공
하지 않습니다.이 테스트가 실패하면 테스트 631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메인 보드

631 Self-test failed; Chan n, sub attenuator <-7.00 to 0.00>dB too low
(too high)

파형 DAC(U1801또는 U1501)내의 트리밍 DAC가 예상 범위를 벗어난 출력을 생
성합니다.

메인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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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Self-test failed; Chan n, null DAC gain[idx] too low (too high)

파형 DAC(U1801또는 U1501)또는 연결된 아날로그 회로의 보조 DAC출력이 예
상 범위를 벗어난 출력을 생성합니다.게인 [idx] 1은 POS전압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고 게인 [idx] 2는 NEG전압 테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메인 보드

640 Self-test failed; Chan n, offset DAC gain[idx] too low (too high)

오프셋 DAC(U1702또는 U2002)또는 연결된 회로가 예상 범위를 벗어난 출력을
생성합니다.오프셋 DAC의 경우에는 [idx]극성이 반전됩니다.게인 [idx] 1은 NEG
전압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고 게인 [idx] 2는 POS전압 테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메인 보드

650 Self-test failed; Chan n, 0dB path failure expected 0dB, measured
value dB

파형 DAC에서 ADC입력으로의 직통 경로(감쇠기 없음)에서 예상 범위를 벗어난
출력을 생성합니다.이 테스트가 실패하면 확장 감쇠기 655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메인 보드

655 Self-test failed; Chan n, -8 dB pre attenuator path too low (too high)
Self-test failed; Chan n, -16 dB pre attenuator path too low (too high)
Self-test failed; Chan n, -24 dB pre attenuator path too low (too high)
Self-test failed; Chan n, -24 dB post attenuator path too low (too high)

지정된 감쇠기 릴레이에서 고장이 발생했거나 연결된 회로에서 예상 감쇠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메인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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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부품

교체 부품

어셈블리를 다루거나 서비스를 처리할 때는 항상 정전기 방지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아래 표에는 계측기의 교체 어셈블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품 번호 설명

34401-86020 범퍼 키트

34401-45021 손잡이

33220-84101 커버

1990-3263 인코더

35220-87401 노브

33521-80001 한 채널 모델용 키패드

33522-80001 두 채널 모델용 키패드

2090-0977 디스플레이

1250-3569 전면 패널 BNC

33521-80002 33521A용 전면 패널

33522-80002 33,522A용 전면 패널

33520-80001 335xxB한 채널 모델용 전면 패널

33520-80002 335xxB두 채널 모델용 전면 패널

33522-66502 전면 패널 보드

1252-8483 USB커넥터

1253-4669 LAN커넥터

53200-61608 라인 필터

33250-68501 팬

1420-0356 전면 패널 배터리 CR2032

53200-80002 전원 공급기 및 커버*

*전원 공급기에는 15A/250V방사형 리드 퓨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퓨즈는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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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분해

이 단원에서는 계측기 분해 절차를 설명합니다.

필요한 도구

계측기를 분해하려면 다음 도구가 필요합니다.

l T15 Torx드라이버(대부분의 분해)

l T8 Torx드라이버(전면 패널 분해)

l Posidriv및 일자 드라이버

l 14mm너트 드라이버,중공축(후면 패널 BNC커넥터)

l 7mm너트 드라이버(후면 패널 GPIB커넥터)

수리 교육을 이수하여 관련 위험을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계측기 커버를 제거해야 합니다.계
측기 커버를 분리하기 전에 항상 전원 케이블 및 모든 외부 회로를 차단하십시오.일부 회로는 전원 스위
치가 꺼져 있을 때에도 활성 상태이며 전류가 흐릅니다.

일반 분해 절차

1. 전원을 끄고 계측기에서 모든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2. 손잡이를 위로 돌린 다음 당겨 빼냅니다.

3. 계측기 범퍼를 당겨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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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4.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후면 베젤의 고정 나사 두 개를 풀고 후면 베젤을 제거합니다.

5. 계측기 커버를 밀어서 분리합니다.

이제는 추가 분해를 수행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서비스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전원을 켜야 하는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절
차도 이와 같이 계측기를 분해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충격 위험.관련된 위험을 숙지하고 있는 서비스 교육을 받은 직원만 계측기 커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
다.계측기 커버를 제거하면 위험한 전압에 감전될 수 있습니다.

주 구성 요소 분해

1. 프로세서 보드를 제거하고 계측기를 뒤집은 다음 프로세서 보드를 고정하는 T-8나사를 풉니다.그런 후에 프로세서 보
드 커넥터 및 슬라이드 프로세서의 탭을 계측기 뒤쪽으로 밀어 커넥터를 분리하고 프로세서 보드를 들어올려 꺼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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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2. 전면 패널 어셈블리를 제거하고 메인 보드를 고정하는 T15나사를 풉니다.그런 다음 전면 패널 왼쪽의 래치와 전면 패
널 오른쪽 전원 공급기 커버의 래치를 누릅니다.금속 섀시의 옆쪽을 가운데로 밀어 전면 패널 어셈블리 양쪽의 잠금쇠
를 분리하고,전면 패널 어셈블리를 섀시에서 똑바로 조심스럽게 당깁니다.전면 패널 어셈블리에는 메인 보드에 연결
된 전기 커넥터가 있습니다.커넥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메인 보드을(를)제거합니다.메인 보드에서 전원 공급기 커넥터 연결을 해제하고,GPIB및 Oscillator In리본 케이
블 연결을 해제한 다음 메인 보드에서 팬 전원 케이블의 연결을 해제합니다.그런 다음 Modulation In및 Ext Trig
BNC커넥터를 후면 패널에 고정하는 너트를 풀어서 뽑습니다.메인 보드를 섀시에 고정하는 GPIB보드 아래의 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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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풉니다.메인 보드를 계측기 앞쪽으로 밀어 전원 공급기 커버의 탭을 분리하고 메인 보드를 바깥쪽으로 들어올립니다.

4. 전원 공급기를 제거합니다.전원 공급기 보드에 대한 입력 전원을 차단합니다(파란색 및 갈색 와이어).그런 다음 전원
공급기 보드의 녹색 접지 커넥터 연결을 해제합니다.전원 공급기 커버를 섀시에 고정하는 나사를 풉니다.전원 공급기
어셈블리를 계측기 앞쪽으로 밀어 제거합니다.

계측기를 작동하기 전에 항상 녹색 접지 와이어를 전원 공급기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5. 나머지 어셈블리는 필요한 경우 섀시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 분해

1. 노브를 직선으로 당겨 빼내고,전면 패널 받침대를 전면 패널 어셈블리에 고정하는 T8나사 6개를 풀어 받침대를 들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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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2. 디스플레이 리본 케이블을 전면 패널 보드에서 분리합니다.전면 패널 보드를 전면 패널 어셈블리에 고정하는 T8나사
를 풉니다.인쇄된 회로 보드를 들어올립니다.

3. 이제 모든 추가 전면 패널 어셈블리를 전면 패널 하우징에서 들어올려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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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

레지스터

계측기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계측기 기능을 활성화 및 추적하고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l 활성화 레지스터는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 그룹으로 보고되는 이벤트 레지스터의 비트를 정의합니다.활성화 레지스터
에 쓰거나 활성화 레지스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l 상황 레지스터는 계측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상황 레지스터의 비트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래칭
또는 버퍼링되지 않습니다.

l 이벤트 레지스터는 상황 레지스터의 여러 이벤트를 래칭합니다.이 레지스터에서는 버퍼링이 수행되지 않으며 이벤트
비트가 설정된 동안 이 비트에 해당하는 후속 이벤트는 무시됩니다.이 레지스터는 읽기 전용입니다.

애질런트 33500시리즈 작동 및 서비스 가이드 425



내부 기능 파형

내부 기능 파형

내부 기능 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l SINusoid:위상 편이가 없는 사인 파형입니다.

l SQUare:듀티 사이클 50%의 사각 파형입니다.

l RAMP:대칭이 100%인 램프 파형입니다.

l NRAMp:대칭이 0%인 음의 램프 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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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능 파형

l TRIangle:대칭이 50%인 램프 파형입니다.

l NOISe:가우스 노이즈 파형입니다. NOISe가 내부 기능인 경우에는 노이즈인 동시에 반송파가 될 수 없습니다.

l PRBS:의사 임의 이진 시퀀스 변조 파형입니다. PRBS가 내부 기능인 경우에는 PRBS인 동시에 반송파가 될 수 없습니
다.

l ARBitrary:임의 파형이며 기본값은 지수 상승입니다. ARB가 내부 기능인 경우에는 임의 파형인 동시에 반송파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항목

AM하위 시스템

FM하위 시스템

PM하위 시스템

PWM하위 시스템

SUM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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