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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16

Tektronix는 제품이 그 재료나 공정 기술에 있어서 결함이 없음을 공인 Tektronix 유통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보증합니다. 이 보증 기간 동안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면, Tektronix는 
옵션에 따라 부품이나 공임을 청구하지 않고 결함 제품을 수리하거나, 결함 부품에 대해 교체품을 
제공합니다. 이 보증에서 배터리는 제외됩니다. 보증 업무를 위해 Tektronix에서 사용하는 부품, 모듈 및 교체 
제품은 신품 또는 신품의 성능에 가깝게 수리된 것일 수 있습니다. 교체한 모든 부품, 모듈 및 제품은 
Tektronix의 재산이 됩니다. 

본 보증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Tektronix에 결함을 통지하고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객은 결함 제품을 포장하여 Tektronix에서 지정하는 서비스 
센터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운송 요금은 선불로 지불해야 하며 고객 구입 증명서 복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반송 주소지가 서비스 센터 소재 지역 내에 있는 경우 Tektronix에서는 고객에게 제품을 반송하는 
운송 요금을 부담합니다. 기타 지역으로 제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모든 운송 요금,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합니다. 

본 보증은 잘못된 사용 또는 잘못되거나 적절치 못한 유지 보수 및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결함, 고장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텍트로닉스는 본 보증에 의해 가) 텍트로닉스 공인 기술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제품의 설치, 수리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의 수리, 나) 잘못된 사용 또는 호환되지 
않는 장비와의 연결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의 수리, 다) 타사 소모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 또는 
고장의 수리 또는 라) 개조나 통합 때문에 제품의 서비스 시간이 길어지거나 어려워진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보증은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을 대신해 이 제품과 관련하여 Tektronix에 의해 
제공됩니다. Tektronix와 판매업체는 시장성 또는 특정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어떠한 묵시적 보증도 
거부합니다. 결함 제품에 대한 Tektronix의 수리 또는 교체 책임이 본 보증의 위반에 대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Tektronix와 판매업체는 어떤 간접적이거나 특수하거나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Tektronix와 판매업체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했든 
통지하지 않았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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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문서에서는 텍트로닉스 AWG4162 임의 파형 발생기의 Advance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작동 방법 및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뉴얼 
다음 표에는 AWG4162에 제공되는 관련 설명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는 설명서 CD 및 
텍트로닉스 웹 사이트(www.tektronix.com/manual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용도 위치 

컴플라이언스 및 안전 
지침 

컴플라이언스, 안전 및 기본 설치 
정보 

인쇄되어 장비와 함께 
제공됨 

Advanced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작동 정보 

장비와 함께 제공됨/웹 
사이트(www.tek.com/)에서 
PDF 설명서로 제공 

Basic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Basic 애플리케이션 작동 정보 

장비와 함께 제공됨/웹 
사이트(www.tek.com/)에서 
PDF 설명서로 제공 

프로그래머 설명서 
장비 원격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구문 및 명령 정보 

웹 사이트 
(www.tek.com/)에서 PDF 
설명서로 제공 

서비스 설명서 
장비 서비스 절차 및 교체 가능 
부품 목록 

웹 사이트 
(www.tek.com/)에서 PDF 
설명서로 제공 

사양 및 성능 확인 기술 
참조 장비 사양 및 성능 확인 절차 

웹 사이트 
(www.tek.com/)에서 PDF 
설명서로 제공 

기밀 해제 및 보안 지침 
장비를 완전 삭제, 보호 및 기밀 
해제하는 방법 설명 

웹 사이트 
(www.tek.com/)에서 PDF 
설명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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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일반 기능 
• 두 가지 작동 모드 

o Basic(기본)(DDS) 모드 
 아날로그 채널 2개 
 600MHz 사인파 
 2.5GS/s, 14비트, 16kpts 임의 파형 
 50Ω 로드에서 최대 진폭 5Vp-p 

o Advanced(고급)(임의) 모드 
 아날로그 채널 2개 
 16/32비트 디지털 채널(옵션) 
 채널당 1/16/32/64Mpts의 임의 파형 메모리(옵션) 
 최대 대역폭 750MHz 
 SFDR -60dBc 미만 

• 14 비트 수직 해상도에서 가변 샘플링 속도 범위가 100S/s~2.5GS/s 이므로 모든 측면에서 신호 
무결성 유지  

• 사용자가 모든 업그레이드 및 구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며 SW 키를 통해 모든 옵션 활성화 
o 장파의 경우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임의 파형 메모리(옵션): 아날로그 채널당 최대 64Mpts, 

디지털 채널당 최대 32Mbit 
o 16~32 채널 디지털 출력(옵션). SW 옵션 구매 시 디지털 프로브 액세서리 함께 배송 

• 혼합 신호 회로 디자인에 적합한 이중 아날로그 채널 및 최대 32 비트의 디지털 채널 
• 동기 입력 및 동기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지 체인으로 여러 장치의 동기화가 가능하므로 출력 

채널 수 확장 
• 최대 1.25Gb/s 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디지털 출력을 통해 병렬로 고속 디지털 패턴 생성 
• 트리거 및 동기화 시 아날로그 채널당 마커 출력 1 개 
• 소프트웨어로 구성 가능한 출력 경로 3 개를 모든 테스트 사례에 적용 가능 

o 직접 DAC 모드: 750MHz 대역폭(차동 출력) 
o AC 커플링 모드: 750MHz 대역폭(RF 애플리케이션용 싱글 엔드 출력) 
o 증폭 모드: 5Vp-p 진폭, 400MHz 대역폭(차동 출력) 

• 최대 16,384 개의 사용자 정의 파형이 포함되는 완전한 기능의 시퀀스를 통해 루프, 이동 및 조건부 
브랜칭 형식으로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한 신호 생성 가능 

• 각기 다른 샘플링 클럭 및 시퀀스에서 채널 1 과 채널 2(해당 디지털 출력 채널과 함께)가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 

• RF 애플리케이션에서 파형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RFXpress®와 직접 통신 
• 10.1 인치 터치스크린, 전면 패널 버튼, 키보드 및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Windows 기반 플랫폼 
• 벤치탑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휴대성이 뛰어난 소형 폼팩터와 이동식 하드 디스크를 통해 기밀 

데이터의 보안 보장 
• 원격 제어용 USB 3.0 및 LAN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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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요구 사항 
 

전력 공급기 

소스 전압 및 주파수 100~240Vrms(50~60Hz) 

115Vrms(400Hz) 

최대 소비 전력 150W 

제품을 끄고 30초 이상 지난 후 라인 사이클 5개 이하의 서지 전류 30A 피크(25°C) 

물리적 특성 

무게(표준) 

순 무게 6.5kg(14.2lbs) 

포장 포함 순 무게 11.5kg(25.2lbs) 

크기 

높이 233mm(9.17인치) 

폭 439mm(17.28인치) 

깊이 199mm(7.82인치) 

포장 포함 크기(표준) 

높이 498mm(19.61인치) 

폭 457mm(17.99인치) 

깊이 574mm(22.60인치) 

장비 왼쪽과 후면 공간에 50.8mm(2.0인치) 이상의 공간 

온도 

작동 온도: +5°C~+50°C(+41°F~122°F) 

비작동 온도: -20°C~+60°C(-4°F~1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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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작동 습도: +50°C 이하에서 최대 습구 온도가 29°C인 경우 8%~90% 상대 습도, 비응축 

비작동 습도: +60°C 이하에서 최대 습구 온도가 40°C인 경우 5%~98% 상대 습도, 비응축 

고도 

작동: 3,000m(9,843피트) 

비작동: 12,000m(39,37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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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액세서리  
항목 설명 

설명서 컴플라이언스 및 안전 지침 

제품 CD  사용 설명서의 PDF 파일 링크 포함 

전원 케이블  - 

USB 케이블 - 

스타일러스 터치 패널용 

전면 보호 덮개 - 

액세서리 

주머니 
- 

50Ω SMA 
터미네이터 수, DC-18GHz(채널당 1 개) 

교정 인증 - 

3 년간 보증 - 

 

권장 액세서리  
항목 설명 

핀 헤더 SMA 

케이블 
45 inch 

RMD5000 
- 랙 마운트 키트  

- 지침 시트(영문) 

AWG4HDDE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SMA 
터미네이터 

50Ω 

AWG4SYNC  동기화 케이블(여러 장비 동기화에 사용됨) 

RFX100 RFXpress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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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G4DIG16LVDS  16 비트 디지털 출력 케이블 
(LVDS 에 사용됨)  

AWG4DIG16TTL  16 비트 디지털 출력 어댑터 
(LVDS 에서 TTL/CMOS 로 연결)  

AWG4DIGSCKT  
디지털 출력 커넥터 - DUT 의 AWG4k 
디지털 채널 커넥터(Amphenol,  
U65-B12-40E0C) 

TEK-USB-488 GPIB 에서 USB 로 연결하는 어댑터 
HCTEK54 하드 운송 케이스 

 

 

장비 전원 켜기 및 끄기 
전원 켜기 

1. 후면 패널의 전원 꽂는 곳에 AC 전원 코드를 꽂습니다. 
2. 전면 패널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장비의 전원을 켭니다. 
3. 시스템에 Windows 바탕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의 "Basic(기본)" 또는 "Advanced(고급)" 버튼을 눌러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탕 화면의 바로 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은 한 번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닫으십시오. 
 

 

전원 끄기 
1. 먼저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닫습니다. 
2. 전면 패널 전원 버튼을 눌러 장비 전원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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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장비 사용 
입력 및 출력 커넥터 확인  

 

그림 1. 출력 커넥터 

장비의 전면 패널에는 입력 및 출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입력 커넥터와 출력 
커넥터를 구분해야 합니다. 

작동 중 케이블 연결 금지 

 

그림 2. 디지털 포드 

장비의 전면 패널에는 디지털 포드 2 개가 있으며 후면 패널에는 동기 입력, 동기 출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장비가 작동 중일 때는 이러한 커넥터에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설치 

장비에 다른 버전의 Advanced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버전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 세부 사항은 다음 섹션인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제거"에 나와 있습니다. 

1. 텍트로닉스 웹 사이트에서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다음 장비의 
로컬 디스크에 압축을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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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tup.exe 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Welcome(시작) 페이지가 표시되면 

Next(다음)를 누릅니다. 

  
그림 3. Welcome(시작) 페이지 
 

3. Browse(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경로를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선택한 후에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4. 설치 폴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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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ext(다음)를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림 5. 설치 확인 
 

5. 설치가 시작되고 장비에 설치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림 6. 설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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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비에 "Installation Complete(설치 완료)"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닫기를 눌러 설치를 

완료합니다. 

 
그림 7. Installation Complete(설치 완료) 

이제 Start(시작) 메뉴와 바탕 화면에서 설치된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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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애플리케이션 제거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설치 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해 펌웨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다음 장비의 로컬 디스크에 압축을 
풉니다.  

2. setup.exe 를 두 번 클릭합니다. Welcome(시작) 대화 상자에 설치된 Advanced 버전을 
복구할지 아니면 제거할지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Remove AWG4000 

Advanced(AWG4000 Advanced 제거)"를 선택하고 Finish(마침)를 눌러 제거를 시작합니다. 

  

 

그림 8. 펌웨어 제거 
 

3. 제거가 시작되고 장비에 설치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제거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림 9. 제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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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에 "Uninstallation Complete(제거 완료)"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닫기를 눌러 

제거를 완료합니다. 

설치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Windows 제어판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해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제거 페이지(경로: Start(시작)  Control Panel(제어판)  Uninstall a program(프로그램 
제거))로 이동합니다. 

 
그림 10.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 
 

2. Uninstall or change a program(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페이지에서 "AWG4000 Advanced"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에 제거합니다.  

3.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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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여러 기능 중 인쇄, 파일 공유, 인터넷 액세스 등의 기능을 위해 장비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한 다음 표준 Window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십시오. LAN 구성의 경우 Control Panel(제어판)의 
LAN Confiuration(LAN 구성) 대화 상자를 사용합니다. 

또한 장비에서 원격 모드를 설정하면 SCPI 명령을 사용하여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채널에 대한 전체 설명은 AWG4162 SCPI 명령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VGPIB, VXI-11(LAN) 또는 USBTM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서버를 활성화하고 AWG4162 장비와의 통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장비에 LAN 케이블 또는 USB 를 연결합니다. 

2.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Utility(유틸리티) 탭의 Remote/Local Mode(원격/로컬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11. Utility(유틸리티) 탭 

3. 다음 그림과 같이 VGPIB/LAN/USB-TMC Configuration(VGPIB/LAN/USB-TMC 구성) 패널이 
열립니다. 

 

그림 12. VGPIB/LAN/USB-TMC Configuration(VGPIB/LAN/USB-TMC 구성)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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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 PC 에서 Tek OpenChoice Instrument Manager 
(Tek OpenChoice 장비 관리자) 윈도우를 시작합니다. 

 

그림 13. OpenChoice Instrument Manager (OpenChoice 장비 관리자) 

5. Search Criteria...(검색 기준...) 버튼을 누르고 다음 그림과 같이 VXI/LAB/USB/GPIB 를 
활성화합니다. 

 

그림 14. Search Criteria(검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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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struments(장비) 목록에서 AWG4162 가 올바르게 감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7. Start Application(애플리케이션 시작) 버튼을 눌러 OpenChoice Talker Listener 를 열고 

*IDN? 명령을 전송합니다.  

  

그림 15. OpenChoice Talker Listener  

8. 장비가 다음 문자열에 응답하게 됩니다. 
TEKTRONIX,AWG4162ADVANCED,CO000003,SCPI:99.0,FV:ARB 5.3 
여기서 CO000003 은 일련 번호이고 ARB 5.3 은 펌웨어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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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격/로컬 양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16. 원격/로컬 양식에 나타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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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과 같이 OpenChoice Taker Listener 윈도우를 통해 스크립트 
(SampleImport.txt)를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17. OpenChoice Taker Listener 에서 스크립트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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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un (실행) 버튼을 눌러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SCPI 명령을 장비로 
전송합니다. 

  

그림 18. OpenChoice Taker Listener 에서 스크립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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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격/로컬 양식에서 SCPI 명령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19. 원격/로컬 양식에서 SCPI 명령 확인 

13. Channel AO1 (채널 AO1)/Channel AO2 (채널 AO2) 탭에서 장비 설정이 업데이트됩니다. 

 

과열 보호  
AWG4162 에서는 장비 내부 온도를 모니터링합니다. 내부 온도가 한계값 레벨에 도달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신호 출력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주변 온도 요구 사항 충족 여부 
• 필요한 냉각 공간 충족 여부 
• 장비 팬의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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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 익숙해지기 

전면 패널 개요  

 

그림 20. 전면 패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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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그림 21. 후면 패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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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애플리케이션 소개 
이 장에서는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순서 
시퀀스는 대개 다음의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a) 메모리에 여러 복사본을 저장하는 대신 메모리에 저장된 단일 파형을 반복하여 메모리 
공간 절약 

b) 특정 트리거 이벤트 발생 시 루프, 대기, 이동을 수행하여 복잡한 일련의 파형 생성 

시퀀스에는 일련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이 항목에 혼합 파형(아날로그 파형 2 개와 
디지털 파형 32 개)을 병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항목의 실행 규칙을 
프로그래밍하여 시퀀스에서 항목이 실행되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a) 대기 이벤트 –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항목이 시작하지 않고 대기합니다. 

b) 반복 시간 

c) 이동 – 항목 반복이 만료된 다음에 시작되는 항목입니다. 

d) 이동 이벤트 – 반복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벤트 발생 시 이동할 항목입니다. 

 

그림 22. 시퀀스 

시퀀스 
윈도우 

항목 

아날로그 
파형 

디지털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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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퀀스 편집 

하위 시퀀스 
사용자가 사전 정의한 항목의 조합인 하위 시퀀스는 항목과 마찬가지로 호출할 수 있으며 주 
시퀀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항목 
시퀀스 모드에서 항목은 모든 파형 요소의 반복 및 이벤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파형 요소에는 항목이 하나씩 있습니다. 

세그먼트 

세그먼트는 기초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을 통해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모두 
길이가 같음)를 포함합니다. 
세그먼트 하나에 구성 요소가 여러 개면 다음 공식이 적용됩니다. 
세그먼트 = (구성 요소 1 (+/-/x) 구성 요소 2) + 구성 요소 3 + 구성 요소 4 + ... + 구성 요소 N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표준 파형(DC 레벨, 사인, 코사인, 
지수, 삼각, 직사각형, 램프, 펄스, 동기, 톱니파, 스윕)이나 공식으로 각 구성 요소를 표시할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에서 구성 요소 샘플을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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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공간 
AWG4162 소프트웨어는 장비를 효율적인 임의 파형 발생기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프로젝트에는 단일 시퀀서와 
다중 시퀀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작업 공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날로그/디지털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단일 시퀀서 
이 작업 공간에서는 데이지 체인 구성에서 여러 보드가 함께 연결되어 있더라도 모든 
아날로그/디지털 리소스를 동기식으로 관리합니다. 
여러 출력 채널을 관리하는 시퀀서가 하나뿐이므로 이 모드를 
"단일 시퀀서"라고 합니다. 

다중 시퀀서 

이 작업 공간에서는 각 아날로그 출력을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아날로그 출력은 출력 채널이 하나인 독립 장치로 작동합니다. 
각 아날로그 채널에는 자체 시퀀서가 있으므로 이 모드를 "다중 시퀀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더라도 채널 간에 트리거 및 동기화 신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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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 

AWG4162 에는 강력한 패턴 발생기로 구성할 수 있는 디지털 줄이 32 개까지 포함됩니다. 사용 
가능한 디지털 줄 수는 사용자가 로드한 디지털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드로 디지털 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속 모드: 포드 A 와 포드 B 에서 16 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 샘플링 속도는 
아날로그 샘플링 속도의 ¼이므로 디지털 샘플의 길이는 아날로그 파형 길이의 ¼이어야 
합니다. 
고속 모드: 포드 A 와 포드 B 에서 8 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 샘플링 속도는 
아날로그 샘플링 속도의 ½이므로 디지털 샘플의 길이는 아날로그 파형 길이의 ½이어야 
합니다. 
 

디지털 옵션을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자는 파형 편집기에서 디지털 줄 포드 A DO(0) 및 포드 
B DO(0)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줄은 마커 1 및 마커 2 출력 신호를 나타냅니다. 
 
마커 출력 샘플링 속도는 고속/저속 모드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커 유형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일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 마커를 선택하면 신호는 전면 패널 SMA 에서 전송되며 최대 업데이트 속도는 
156.25MHz 입니다. 

• 디지털 마커를 선택하면 디지털 포드 A/포드 B 에 마커가 연결되며 디지털 커넥터 
PIN 을 통해 마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디지털 옵션이 없으면 마커는 고속 모드로 설정됩니다. 또한 옵션 DO16 을 사용하는 경우 마커 2 
속도는 마커 1 의 설정 속도를 따릅니다. 

 

혼합(아날로그/디지털) 파형 
같은 시퀀서 항목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파형에 한해서는 몇 가지 제약을 적용해야 하므로, 
별도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혼합 파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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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UI 소개 

Start Page(시작 페이지)  

 

그림 24. Start Page(시작 페이지) 

Advanced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면 먼저 Start Page(시작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Start Page 
(시작 페이지)는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Recent Workspaces(최근 작업 공간): 
최근에 열었던 작업 공간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2. Getting Started(시작하기): 
"Open Workspace(작업 공간 열기)" 버튼을 눌러 기존의 특정 작업 공간 하나를 열 수 
있습니다. 
"New Workspace(새 작업 공간)" 버튼을 누르면 새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How do I(방법) 
이 영역에서는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간단한 예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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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진단 

참고: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장비 전원을 켜고 30 분 동안 예열합니다. 장비가 유효 온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진단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 System 
(시스템) -> Tools(도구) -> Warm Up Timer(예열 타이머)로 이동하여 예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tility(유틸리티)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내부 진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25. Utility(유틸리티) 메뉴 

내부 진단을 실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Diagnostic(진단)   버튼을 누릅니다. 
2. 다음 그림과 같이 Diagnostic(진단)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그림 26. Diagnostic(진단) 대화 상자 

3. Start(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진단을 시작합니다.  

진단을 완료하려면 약 10 분 정도 걸립니다. 진단 오류가 발생하면 자체 교정을 
실행합니다. 그래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텍트로닉스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4 
 

자체 교정 
자체 교정에서는 내부 교정 루틴을 사용하여 DC 직류 및 DC AMP 아날로그 
레벨/오프셋과 같은 전기 특성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경우 내부 교정 상수를 
조정합니다.  

참고: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장비 전원을 켜고 30 분 동안 예열합니다. 장비가 유효 온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교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 
System(시스템) -> Tools(도구) -> Warm Up Timer(예열 타이머)로 이동하여 예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27. Utility(유틸리티) 메뉴 
 
자체 교정을 진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Self Calibration(자체 교정) 버튼    을 누릅니다.  
2. 다음 그림과 같이 자체 교정(Calibration)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그림 28. 자체 교정(Calibration) 대화 상자 

3. 교정 파라미터도 확인하려면 Verify(확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Start(시작)를 누릅니다. 

교정을 완료하려면 약 10 분 정도 걸립니다. 교정이 완료되면 "Calibration 
process completed:SUCCESS(교정 프로세스 완료:성공)" 팝업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텍트로닉스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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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이지 
기존 프로젝트를 열거나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다음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림 29. 프로젝트 인터페이스 

아래에서는 번호가 지정된 인터페이스 섹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리본 메뉴 막대 및 도구 모음 – 장치 설정, 유틸리티 및 온라인 도움말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File(파일): 

 
New Workspace(새 작업 공간) – 새 작업 공간을 만들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Open Workspace(작업 공간 열기) – 기존 작업 공간을 열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Save Workspace(작업 공간 저장) – 새로 만들었거나 
편집한 작업 공간을 저장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2.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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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장치): 

 Settings(설정) – 보다 자세한 AWG4162 옵션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RUN/STOP(실행/정지) – 이 버튼을 누르면 먼저 설정 
파라미터와 파형을 장비에 로드한 다음, 선택한 활성화되어 
있는 모든 채널에 대해 Channels Selection(채널 선택) 
버튼으로 파형 생성을 시작/정지합니다. 

 
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장비가 내부 
트리거 신호를 생성하고 선택한 채널/포트에서 이벤트를 
강제로 실행합니다.  

• Utility(유틸리티): 

 
Remote/Local Mode(원격/로컬 모드) – 사용자가 원격 연결을 

통해 장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Remote Mode(원격 모드) 

윈도우를 열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Self Calibration(자체 교정) – 장비 자체 교정을 수행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Load Factory(초기 상태 로드) – 초기 상태 교정 파라미터를 
재실행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Diagnostic(진단) – 장비 내부 진단을 수행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 Help(도움말): 

 
License(라이선스) – 옵션을 관리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옵션 설치 부분 참조). 

 
Online Help(온라인 도움말) – 온라인 도움말을 열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About(정보) – "About(정보)" 윈도우를 열고 소프트웨어, dll, 
펌웨어 버전 등의 정보를 검색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2. 시퀀스 영역 – 이 섹션에서는 주로 출력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Waveform List(파형 목록)/Quick Settings(빠른 설정)/Status Area(상태 영역) – 이 
섹션을 통해 파형 목록, 빠른 설정 도구, 장비 상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aveform List(파형 목록)  Waveforms(파형) 탭. 이 탭에는 사용자가 

프로젝트에 추가한 임의 파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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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Waveform List(파형 목록) 

 Waveforms(파형) 탭 옆에는 파형을 추가, 삭제 또는 복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동작 임의 모드  

 
New Mixed 
Waveform 
(새 혼합 파형)  

혼합 파형을 목록에 추가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파형 편집기가 열리면 편집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아날로그 및 디지털 리소스에 대해 
출력 파형을 동시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Edit Waveform 
(파형 편집) 

기존 파형을 편집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New Analog 
Waveform 
(새 아날로그 파형)  

아날로그 파형을 목록에 추가하고 편집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New Digital 
Waveform 
(새 디지털 파형)  

디지털 출력의 자극을 추가하고 편집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참고: 디지털 파형 길이는 같은 시퀀서 항목에 포함된 

아날로그 파형 길이의 반드시 ½ 또는 ¼이어야 합니다. 

 
Copy To Predefined 
(사전 정의된 

항목에 복사)  

선택한 파형을 Predefined(사전 정의된 항목) 
목록에 복사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Delete Waveform 
(파형 삭제)  

기존 파형을 삭제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빠른 팁: 

기존 파형을 두 번 클릭하면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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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form List(파형 목록)  Subsequences(하위 시퀀스) 탭  
끌어서 놓기를 통해 시퀀서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하위 시퀀스를 나타내는 
파형 하위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탭에는 사용 가능한 하위 시퀀스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도구 
모음을 사용하면 하위 시퀀스를 추가/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 시퀀스 목록 
 

아이콘 동작  
 

 
New Subsequence 
(새 하위 시퀀스)  

하위 시퀀스를 만들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새 하위 
시퀀스는 시퀀스 영역에서 
열리며, Waveform(파형) 
탭에서 파형을 끌어서 놓는 
방법으로 하위 시퀀스에 
파형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Main Sequence(주 시퀀스) 
버튼을 클릭하면 하위 시퀀스 
편집 모드가 종료됩니다. 만든 
하위 시퀀스는 
Subsequences(하위 시퀀스) 
목록에 표시됩니다.   
 
 

 
Edit Subsequence 
(하위 시퀀스 

편집)  

기존 하위 시퀀스를 
편집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목록에서 시퀀스 항목을 
선택한 다음 버튼을 눌러 
시퀀스 영역에서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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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form List(파형 목록)  Predefined(사전 정의된 항목) 탭 
이 탭에는 사전 정의된 파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파형은 편집할 
수 없지만 사용자 파형 목록에 복사한 다음부터는 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파형을 구성이 동일한 사용자 작업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시퀀서 DO16 디지털 비트에서 혼합 사전 정의된 파형을 만들면 기능이 
동일한 모든 작업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중 시퀀서 작업 공간 또는 단일 
시퀀서 DO32 디지털 비트 작업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정의된 아날로그 파형은 모든 사용자 작업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반면 사전 
정의된 디지털 파형은 디지털 구성(DO16 또는 DO32)이 일치하는 사용자 작업 
공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끌어서 놓기를 통해 사전 정의된 파형을 시퀀스 영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 사전 정의된 파형 목록 
 

아이콘 동작   

 
Copy to Project Waveform 
(프로젝트 파형에 복사) 

사전 정의된 파형을 사용자 파형 목록에 
복사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복사한 
파형은 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Delete Predefined Waveform 
(사전 정의된 파형 삭제)  

목록에서 사전 정의된 파형을 제거하고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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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Settings(빠른 설정) 
사용자는 이 탭에서 Sampling Rate(샘플링 속도), Output Type(출력 유형), 
Analog Out Control(아날로그 출력 제어) 등 가장 유용한 장비 설정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림 33. Quick settings(빠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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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 Status(장치 상태) 
화면의 이 영역에는 다음과 같이 채널 기능 정보가 표시됩니다. 

 Type(유형) – 채널 기능이 표시됩니다.  
 

 

그림 34. Device Status(장치 상태) 
 

4. 파형 표시 영역 – 이 영역에는 파형 테이블 목록 또는 시퀀스 영역에서 선택한 파형이 
표시됩니다. 
 

참고: 

인터페이스의 모든 패널은 도킹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로 패널 위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패널을 
끌어 개별 패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설정  

Settings(설정)를 사용하여 장비의 채널 설정을 제어합니다. 주 도구 모음에서  버튼을 두 번 

클릭하여 Settings(설정)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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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설정) 화면은 다음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Analog Ch AO1/AO2(아날로그 채널 AO1/AO2) 탭 

2. Digital Channels(디지털 채널) 탭  

3. Timing(타이밍) 탭  

4. Run Mode(실행 모드) 탭  

5. Events(이벤트) 탭  

6. Dynamic Jump(동적 이동) 탭 
 
Settings(설정) 패널은 프로젝트별로 다르게 표시됩니다. 

 단일 시퀀서 작업 공간에서는 Settings(설정) 패널 하나로 모든 채널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중 시퀀서 작업 공간에서는 아날로그 채널당 하나의 Settings(설정) 패널로 단일 채널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 패널을 마스터 설정 및 종속 설정 패널이라고 
합니다. 

Settings(설정) – Run Mode(실행 모드) 탭 

Settings(설정) 화면을 열면 기본적으로 Run Mode(실행 모드) 탭이 표시됩니다. 

Run Mode(실행 모드) 탭을 사용하여 편집하는 시퀀스의 생성 모드를 정의합니다. 

 

그림 35. Run Mode(실행 모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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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G4162 장비에서는 다음의 4 가지 실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Sequence(시퀀스) – Sequence(시퀀스) 윈도우에 지정된 순서대로 여러 파형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Continuous(연속) – 연속 파형이 출력됩니다. Sequence(시퀀스) 윈도우에는 항목을 

하나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Triggered(트리거됨) – 장비가 트리거 신호를 받으면 파형이 출력됩니다. 장비는 파형을 

출력한 후 다음 트리거 신호를 대기합니다. Sequence(시퀀스) 윈도우에는 항목을 
하나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신호인 이벤트 0 은 Events(이벤트) 탭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Gated(게이트) – 파형은 이벤트 0 이 발생(기본적으로 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면 트리거되고, 이벤트 1 이 발생(기본적으로 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버튼을 놓으면 발생)하면 정지합니다. Sequence(시퀀스) 윈도우에는 항목을 하나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신호인 이벤트 0 및 이벤트 1(시작/정지)은 Events(이벤트)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Sequence(시퀀스) 및 Triggered(트리거됨) 모드에서 장비는 파형을 출력하기 전에 이벤트를 
대기합니다. 현재 파형의 마지막 샘플이나 다음 파형의 첫 번째 샘플 사이 대기 상태의 출력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 Analog Ch(아날로그 채널) 탭(ARB 모드)  

Analog Ch AO1/AO2(아날로그 채널 AO1/AO2) 탭을 사용하면 아날로그 채널 파라미터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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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Analog Ch(아날로그 채널) 탭 

 Enabled(활성화됨): 채널 출력을 활성화하려면 Enabled(활성화됨) 버튼을 클릭합니다.  

 Output Type(출력 유형): 선택한 채널의 출력 유형(DC Direct(DC 직류), DC Amplified 

(DC 증폭) 또는 AC)을 선택합니다. 

 Analog Output Controls(아날로그 출력 컨트롤): 진폭 스케일의 파라미터를 %, 오프셋 및 

Vocm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Apply(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 Amplitude Scale[%](진폭 스케일[%]): 진폭 스케일은 장비를 실행하는 동안 파형 

진폭을 조정할 수 있는 실시간 파라미터이며 시퀀서에 포함된 모든 파형에 
적용됩니다. 
기본값인 100%를 적용하면 시퀀서 파형의 스케일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최대값인 200%를 적용하면 파형 진폭은 2 배, 전력은 4 배로 증가합니다. 
최소값인 0%를 적용하는 경우 파형 진폭은 0 이 됩니다. 

참고:  

이 옵션에는 출력 진폭 범위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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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오프셋): 이 파라미터는 선택한 출력에 차동 오프셋을 적용합니다. AC 

출력에는 이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Vocm(V): 이 파라미터는 선택한 채널의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에 커먼 모드 

전압을 적용합니다. AC 출력에는 이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Output Parameters(출력 파라미터): 

• Deskew[ps](지연시간[ps]): 이 파라미터는 2.5GS/s 에서 약 10ps 의 분해능으로 

출력을 재정렬하기 위해 아날로그–아날로그 출력 채널 간에 미세 지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Manual Attenuator(수동 감쇠기): DC AMP 출력에서 감쇠 유형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쇠 유형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anual 
Attenuator(수동 감쇠기)" 앞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수동 감쇠기가 활성화됩니다. 
자동 감쇠와 수동 감쇠에서는 각기 다른 규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 감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력이 감쇠되지 않으므로 낮은 레벨 신호의 
출력 신호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동 감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설정에 따라 출력이 감쇠합니다. 
감쇠는 DC Amplified(DC 증폭) 출력 값과 오프셋 레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Vocm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Attenuation[dB](감쇠[dB]): DC Amplified(DC 증폭) 출력을 선택한 경우 

프로그래밍 가능한 감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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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r Selection(마커 선택): 

Marker Selection(마커 선택) 확인란: 마커 출력을 활성화하면 신호는 전면 패널 

SMA 에서 전송되며 최대 업데이트 속도는 2.5GS/s 에서 156.25MHz 입니다. 

마커 출력을 활성화하는 경우 다음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Marker Output Level(마커 출력 레벨): 마커 출력 출력 레벨(V)을 설정합니다. 

• Marker Selection(마커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는 Marker(마커)/Low(낮음)/ 

High(높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Waveform Editor(파형 편집기) 윈도우에서 
편집할 수 있는 마커 디지털 신호를 마커 출력 커넥터에 연결하거나, 항상 높은 
레벨/낮은 레벨 신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Deskew[ps](지연시간[ps]): 이 파라미터는 2.5GS/s 에서 약 78ps 의 분해능으로 

출력을 재정렬하기 위해 마커와 아날로그 출력 채널 간에 미세 지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디지털/마커 간의 스큐는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는 Timing(타이밍) 탭에서 설정한 샘플링 속도에 따라 최대값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CH1 의 "Analog CH(아날로그 CH)" 지연시간은 CH1 디지털 채널에도 영향을 주므로 아날로그 
지연시간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CH2 를 기준으로 전체 CH1 출력(아날로그+디지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CH1 의 Digital Channels(디지털 채널) 탭에서 디지털 스큐를 이동하는 경우 CH1 의 
아날로그 파형을 기준으로 디지털 채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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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설정) – Digital Channels(디지털 채널) 탭 

Digital Channels(디지털 채널) 탭을 사용하여 디지털 줄에 미세 지연시간을 설정하고, 출력 핀과 

그룹화된 디지털 줄에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패턴을 생성해 직렬 및 병렬 DAC 와 같은 디지털 장치를 테스트하거나 프로토콜을 
에뮬레이트할 수 있습니다. 2 개의 Infiniband 12x 커넥터가 디지털 출력을 각각 16 비트 
LVDS 씩, 총 32 비트 LVDS 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림 37. Digital Channels(디지털 채널) 탭 

 Enabled(활성화됨): 디지털 출력 채널을 활성화하려면 Enabled(활성화됨) 버튼을 

클릭합니다.  

 Deskew[ps](지연시간[ps]) : 이 파라미터는 2.5GS/s에서 약 78ps의 분해능으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력을 재정렬하기 위해 디지털 채널 간에 미세 지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디지털 채널 간의 스큐는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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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Digital Signals(디지털 신호 그룹화):  버튼을 눌러 신호 이름 변경 및 버스 
만들기/이름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림 38. Digital Logical Name and Grouping(디지털 로직 이름 및 그룹화) 윈도우 
 
 첫 번째 열에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의 로직 이름이 표시됩니다. 
 두 번째 열에는 디지털 로직 이름에 연결된 디지털 포드 채널이 표시됩니다.  

"Connected(연결됨)"는 디지털 프로브가 디지털 채널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열에는 디지털 채널에 연결된 장치 이름이 표시됩니다.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Shift 키를 눌러 여러 DO 단일 디지털 줄을 선택한 

다음 Group Selected(선택 항목 그룹화) 버튼을 눌러 버스를 만듭니다. 
 단일 신호 또는 버스 이름을 두 번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선택하고 Extend Group Name(그룹 이름 확장) 버튼을 누르면 루트 이름이 

단일 버스 줄들로 확장됩니다. 
 버스를 선택하고 Ungroup Selected(선택 항목 그룹화 해제) 버튼을 눌러 버스 

그룹을 해제하고 다시 단일 줄들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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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설정) – Events(이벤트) 탭(단일 시퀀서) 

 
AWG4162 의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에는 이벤트 신호를 
사용하여 생성 시퀀스를 변경하는 이동 이벤트 및 대기 이벤트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Triggered(트리거됨) 및 Gated(게이트) 실행 모드 실행은 이벤트 0 및 이벤트 1 에 따라 
달라집니다. 

Events(이벤트) 탭을 사용하여 이벤트, 트리거 입력, 타이머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그림 39. Events(이벤트) 탭 
 

 Event(이벤트): 이벤트를 7 개까지(이벤트 0~6)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이벤트는 

피연산자 4 개(피연산자 1~4)와 연산자 3 개(연산자 1~3)의 로직 조합입니다. 
Event(이벤트) 테이블에는 이벤트 열과 이벤트 설정이 요약되어 있는 설명 열이 
포함됩니다.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50 
 

Event(이벤트) 테이블 행을 두 번 클릭하면 열리는 Event Editor(이벤트 편집기)에서 사용 
가능한 피연산자와 연산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림 40. Event Editor(이벤트 편집기) 
 
로직 조합 평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N= (피연산자 1 연산자 1 피연산자 2)연산자 2 피연산자 3)연산자 3 피연산자 4) 

사용 가능한 연산은 AND, OR, XOR, NAND, NOR, XNOR 이며 사용 가능한 피연산자는 

False(거짓), True(참), Trigger IN(트리거 입력), Timer(타이머), 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Not Trigger IN(트리거 입력 아님), Not Timer(타이머 아님), Not 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아님), A(0)/Marker1(A(0)/마커 1), B(0)/Marker2(B(0)/마커 2) 등입니다. 

이벤트 관리자는 피연산자 레벨을 감지하여 선택한 로직 연산을 실행합니다. 
시퀀서는 이 연산의 결과로 생성된 등식의 에지에서 트리거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벤트 탭의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 Trigger IN(트리거 입력): 장비 전면 패널의 전용 SMA 커넥터에서 이벤트가 

수신됩니다. 

• Timer(타이머): 이벤트는 Event(이벤트) 탭에서 설정 가능한 시간 카운터에서 

생성되는 펄스입니다. "Not Timer(타이머 아님)"을 선택하면 펄스는 
반전됩니다. 

• 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주 도구 모음에서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웨어 

트리거를 통해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 A(0)/Marker1(A(0)/마커 1), B(0)/Marker2(B(0)/마커 2): 마커 이벤트는 

시퀀스에서의 이동 이벤트와 게이트에서의 정지 이벤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마커 이벤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B(0)/Marker2(B(0)/마커 2)는 다중 시퀀서 작업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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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용자는 "Not(아님)" 피연산자를 사용하여 신호 극성을 반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ot Trigger In(트리거 입력 아님)" 이벤트는 트리거 입력 
신호의 하강 에지에 적용됩니다. 

• Trigger IN(트리거 입력) – Threshold[V](임계값[V]): 이 필드에서 트리거 입력 

임계값 전압 레벨을 선택합니다.  

• Timer Period(타이머 기간) – Value[uS](값[uS]): 이 필드에서 시간 카운터의 값을 

uS 단위로 설정합니다. 
 

Settings(설정) – Events(이벤트) 탭(다중 시퀀서) 

다중 시퀀서 작업 공간에서 Events(이벤트) 탭 파라미터는 종속 설정 패널에 있는 Using Master 
Events(마스터 이벤트 사용 중) LED 를 제외하면 단일 시퀀서 작업 공간과 동일합니다.  

 

그림 41. Events(이벤트) 탭(다중 시퀀서) 
Use Master Events(마스터 이벤트 사용)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종속 이벤트 목록이 
비활성화되며 종속 채널이 마스터 채널의 이벤트를 사용하여 생성 시퀀스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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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설정) – Dynamic Jump(동적 이동) 

이 탭에서 특정 항목을 강제로 실행하여 시퀀서의 실행 흐름을 수정합니다.  

 

그림 42. Dynamic Jump(동적 이동) 탭 

시퀀서를 수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Set Jump Address(이동 주소 설정) 값과 Dynamic Jump(동적 이동) 테이블에 있는 시퀀서 
항목 간의 관계를 지정합니다. 

2. "Set Jump Address(이동 주소 설정)" 필드를 사용하여 JumpBit(이동 비트) 열에서 사용 
가능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Apply(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4. Enabled(활성화됨) 버튼을 통해 동적 이동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5. "Dynamic Jump(동적 점프)" 테이블의 값을 변경하더라도 확인을 누르거나 설정을 닫은 
다음 설정을 다시 열어 "이동 주소 설정"을 작동하기 전까지는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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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윈도우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의 메뉴를 사용하여 새 아날로그/디지털 파형을 만들거나 

기존 파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WG4162 장비에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아날로그 출력 2 개와 최대 32 개의 
디지털 채널이 포함됩니다. 

새 파형을 만들거나 파형을 편집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Waveforms(파형) 탭 도구 모음 버튼을 사용하여 새 혼합 파형 /아날로그 파형 / 

디지털 파형 을 만듭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혼합 파형을 선택하면 시퀀서용으로 새 항목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서식이 지정된 동일 항목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채널에 모두 삽입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파형을 수정하려는 경우 Waveforms(파형) 탭을 두 번 클릭하여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를 열면 됩니다. 

 

2. 다음 그림과 같이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파형의 이름을 
입력하고 샘플 길이를 선택합니다. 길이는 Samples(샘플) 또는 Time(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림 43. New Waveform(새 파형) 대화 상자 

참고: 파형 길이는 320포인트 미만인 경우 64의 배수여야 하며 320포인트 이상인 경우 
16의 배수여야 합니다.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54 
 

3. 다음 그림과 같이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그림 44.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 

이 이미지의 번호가 지정된 그림설명은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 섹션 설명에 해당합니다. 
 

1. 아날로그/디지털 파형 그래프 도구 
2. 혼합 신호 파형 편집기 
3. 데이터 편집기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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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도구 

Cursors/Tools(커서/도구) 탭에서는 다음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ursors(커서)  

커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파형 데이터를 식별하고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Cursors(커서)  버튼을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주 도구 집합에서 클릭하면 마커 
윈도우가 표시되거나 숨겨집니다. 

 

 

그림 45. 도구 메뉴 

 

도구 모음의 기타 필드 값에는 현재 선택한 커서의 활성(ID) 위치와 절대 및 상대 위치가 

표시됩니다. 

커서를 설정하면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에 있는 모든 커서가 Cursor(커서) 화면에 

나열됩니다. 

 
그림 46. 커서 목록 

마스터 커서에는 다음 아이콘이 레이블로 표시됩니다. 

 

상대적 위치는 마스터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마스터 커서는 상대적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 검색 작업 중에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커서 ID(활성), 절대 및 상대 위치 커서 표시 또는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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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sor(커서) 윈도우에서 새 마커를 선택하고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 도구 
모음에서 마스터 커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스터 커서를 변경합니다. 

 
Cursor(커서) 화면 열에는 1씩 증가하는 커서 식별자, 절대 시간 위치(커서 위치와 획득 
시작 위치 사이의 시간 거리) 및 상대 시간 위치(커서와 마스터 커서 사이의 시간 거리)가 
표시됩니다. 커서 하나를 이동할 때마다 모든 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표시됩니다. 

커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합니다. 
 

 
Add(추가) 버튼을 누르면 시각화 영역에 새 커서가 추가됩니다. 

 
Remove(제거) 버튼을 누르면 Cursor(커서) 화면에서 선택한 
마커가 제거됩니다. 

 

선택한 커서를 클릭하고 끌어서 마커를 이동합니다. 
 
 
 

 
Clear all cursor(모든 커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커서를 
제거합니다. 

참고:  

 커서 화면 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표시되는 기능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도 위에서 설명한 기능 중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커서는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커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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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대상으로 이동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주 도구 집합의 Go to(이동) 필드 오른쪽 드롭다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시각화 영역 내에서 마스터 마커를 이동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o to(이동)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Go to time(시간으로 이동) – 컨트롤 왼쪽의 텍스트 

필드에서 지정한 시간 위치로 마스터 커서를 

이동합니다. 

 
Go to start samples(시작 샘플로 이동) – 마스터 커서 
및 시각화 영역을 획득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Go to end samples(종료 샘플로 이동) – 마스터 커서 및 
시각화 영역을 획득 종료 위치로 이동합니다. 

 
Cursor n(커서 n) – 시각화 영역의 중심을 커서/마커 n 에 
맞춥니다(컨트롤 왼쪽의 텍스트 필드에서 지정한 위치). 

 
Move active cursor here(여기로 활성 커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각화의 가운데로 선택한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색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에서는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Waveform(파형) 보기 화면에 포함된 검색 섹션에서도 검색 기능이 제공됩니다. 

특정 버스, 신호, 상승/하강 에지 값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Search Settings(검색 설정) 버튼 을 클릭하여 검색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Search Settings(검색 설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검색 기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47. Search Settings(검색 설정)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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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Settings(검색 설정) 윈도우 오른쪽의 Signal Type(신호 유형) 검색 목록에는 정의된 모든 

아날로그/디지털 신호와 버스가 표시됩니다. 신호나 버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할 구체적인 값을 
지정합니다. 

참고:  

Compare(비교) 및 Value(값) 필드의 내용은 검색 목록에서 선택한 신호 유형에 따라 
변합니다. 

 

Compare(비교) 필드를 사용하여 다음 검색 로직 연산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또는 Is – 같은 값을 찾습니다. 
• != 또는 Is not – 같지 않은 값을 찾습니다. 
• > – 지정한 값보다 큰 값을 찾습니다. 디지털 채널에서는 버스를 선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 < – 지정한 값보다 작은 값을 찾습니다. 디지털 채널에서는 버스를 선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디지털 채널에서는 Value(값)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할 구체적인 값이나 에지를 지정합니다. 

채널 하나를 선택하면 Value(값) 필드에서 다음 옵션이 제공됩니다. 

• 0 – 로직 0을 검색합니다. 
• 1 – 로직 1을 검색합니다. 

• Rise(상승) – 상승 에지 트리거를 검색합니다.  

• Fall(하강) – 하강 에지 트리거를 검색합니다.  

• Change(변경) – 모든 트리거 에지를 검색합니다.  
• H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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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ations(위반) – 아날로그 마커에서 타이밍 위반 항목을 검색합니다. 아날로그 
마커의 최대 업데이트 속도는 156.25MHz입니다. 타이밍이 위반된 경우에는 디지털 
파형 레이블 옆에 경고 기호가 표시됩니다. 
 

  
그림 48. 검색 결과 윈도우 1 
 

  
 

그림 49. 검색 결과 윈도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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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위반을 취소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1. Search(검색) 윈도우를 열고 위반이 발생한 디지털 파형을 선택합니다. 
2. Violations(위반)를 선택하고 OK(확인)를 누릅니다. 
3. Next(다음) 버튼을 눌러 타이밍 위반에서 커서를 이동합니다. 
4. '0' 또는 '1'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타이밍 위반을 제거합니다. 
5. 마커 파형에서 모든 타이밍 위반을 제거합니다. 
6. 모든 위반을 해결하지 않아도 파형 생성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아날로그 마커가 사양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From Start(시작부터) 버튼을 사용하면 데이터 생성 내에서 검색을 시작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From Start(시작부터) – 파형 시작 부분부터 검색합니다. 

 From End(끝부터) – 파형 끝 부분부터 검색합니다. 

 Master Marker(마스터 마커) – 마스터 마커 위치부터 검색합니다. 

Search Settings(검색 설정) 화면에서 기준을 선택하고 OK(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에 표시됩니다. 

Search Backward(뒤로 검색) 또는 Search Forward(앞으로 검색) 버튼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검색 결과를 탐색하면 결과의 후속 값에 맞게 마스터 커서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래프 도구 

 
Cursors/Tools(커서/도구) 탭: 이 버튼을 사용하면 그래픽 영역의 

마우스 기능을 커서/마커 이동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Cursors/Tools(커서/도구) 탭: 손 도구를 사용하면 그래프 영역 
안에서 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Cursors/Tools(커서/도구) 탭: 그래프 표시 영역의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Waveform View Settings(파형 보기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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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Property(그래프 속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이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Background Color(배경컬러)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컬러를 변경하고, 주요 점선 및 보조 점선을 켜거나 끄고, 
점선의 선 컬러를 변경합니다. 
•   커서 위치 표시기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샘플 수 간의 X 축 표시가 초 단위로 
전환됩니다. 기본값은 선택한 항목을 기준으로 최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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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도구 

Zoom(줌) 탭에서는 다음과 같은 줌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확대: 자동 확대 기능입니다. 

 
축소: 자동 축소 기능입니다. 

 
수동 줌: 이 버튼을 사용하면 그래프에서 선택한 
직사각형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영역 내를 클릭한 
다음 끌어서 줌 직사각형을 표시합니다. 

 
전체 줌: 이 버튼은 활성화된 모든 줌을 재설정합니다. 

 
커서: 이 버튼을 사용하면 그래픽 영역의 마우스 기능을 
커서/마커 이동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파형 그래프 도구 

AWG4162 장비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날로그 파형, 세그먼트 및 구성 요소를 
처리합니다. 

아날로그 파형 

아날로그 파형은 기초 세그먼트의 시퀀스이며 세그먼트가 생성되는 시간적 순서를 
포함합니다. 

Edit(편집) 버튼을 누르고 DC Level(DC 레벨), Sine(사인), Increase Ramp(증가 램프), 

Triangle(삼각), Sawtooth(톱니파), Rectangle(직사각형) 등의 기본 파형만 선택하면 표준 파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G4162 소프트웨어는 세그먼트 하나로 구성된 파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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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고급 파형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형에 세그먼트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림 50. 아날로그 파형 

세그먼트 

세그먼트는 기초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을 통해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모두 
길이가 같음)를 포함합니다. 
세그먼트 하나에 구성 요소가 여러 개면 다음 공식이 적용됩니다. 
 
세그먼트 = (구성 요소 1 (+/-/x) 구성 요소 2) + 구성 요소 3 + 구성 요소 4 + ... + 구성 요소 N 

 
  

파형 

구성 요소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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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표준 파형(DC 레벨, 사인, 코사인, 
지수, 삼각, 직사각형, 램프, 펄스, 동기, 톱니파, 스윕)이나 공식으로 각 구성 요소를 표시할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에서 구성 요소 샘플을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구성 요소의 샘플은 AWG4162 주파수(샘플 속도)와 구성 요소 자체 길이(포인트 
수)의 함수로 계산/로드됩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면 파형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amples/Time(샘플/시간) 버튼을 클릭하여 파형 길이 

시각화를 샘플러에서 시간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임의 모드에서 허용되는 파형 길이는 샘플 

64 개~6,400 만 개이며, 샘플이 320 개 미만인 

경우에는 64 의 배수여야 하고 320 개 이상인 

경우에는 16 의 배수여야 합니다. 

• 모든 세그먼트와 구성 요소는 다시 샘플링됩니다. 

 
선택한 아날로그 파형에 대한 수직 줌 자동 스케일 
기능입니다.  

 
선택한 아날로그 파형에 대한 수직 줌 자동 확대 
기능입니다. 

 
선택한 아날로그 파형에 대한 수직 줌 자동 축소 기능입니다. 

 
Edit(편집) 버튼을 눌러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윈도우를 열고 DC Level(DC 레벨), Sine(사인), 
Increase Ramp(증가 램프), Triangle(삼각), Sawtooth(톱니파), 
Rectangle(직사각형) 등의 기본 파형을 만듭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열고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윈도우의 바로 가기로 표준 
파형(Sine(사인), Triangle(삼각), Square(구형) 등)을 
선택합니다. 

 
Remove(제거) 버튼을 눌러 선택한 파형 세그먼트/구성 
요소를 제거합니다. 현재 파형에 세그먼트/구성 요소가 두 개 
이상 있어야 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파형/세그먼트/구성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엽니다. 그런 다음 
Properties(등록 정보)를 선택하여 파형/세그먼트 등록 정보 
윈도우를 열고 컬러, 도표 높이 등의 파형 표시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세그먼트 길이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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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효과) 버튼을 누르고 Effects Settings and 
Parameters(효과 설정 및 파라미터) 윈도우를 열어 아날로그 
파형에 노이즈, 필터링 등을 추가합니다.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윈도우 

Edit(편집) 버튼을 누르면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되는 이 윈도우에서는 표준 파형, 세그먼트 및 구성 요소 파라미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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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유형) 메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신호나 기능 목록에서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파라미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 

 

DC Level(DC 레벨) 

 

오프셋[V] 

 

Sine(사인) 

 

주파수[Hz/사이클], 진폭[V], 위상[°], 오프셋[V], 
사이클 

 

Cosine(코사인) 

 

주파수[Hz/사이클], 진폭[V], 위상[°], 오프셋[V], 
사이클 

 

Triangle(삼각) 

 

주파수[Hz/사이클], 진폭[V], 위상[°], 오프셋[V], 
사이클 

 

Rectangle(직사각형) 

 

주파수[Hz/사이클], 진폭[V], 위상[°], 오프셋[V], 듀티 
사이클 [%], 상승 시간[s], 하강 시간[s], 사이클 

 

Sawtooth(톱니파) 

 

주파수[Hz/사이클], 진폭[V], 위상[°], 오프셋[V], 
사이클 

 

Increase Ramp(증가 
램프) 

 

진폭[V], 오프셋[V] 

 

Decrease Ramp(감소 
램프) 

 

진폭[V], 오프셋[V] 

 

Pulse(펄스) 

 

진폭[V], 지연[s], 폭[s], 오프셋[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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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 

 

진폭[V], 오프셋[V], 피크 위치[s], 로브 폭[s] 

 

Exponential(지수) 

 

주파수[Hz/사이클], Vo[V],Vinf[V], 시간 상수[s] 

 

Sweep(스윕) 

 

진폭[V], 오프셋[V], 시작 주파수[Hz], 정지 주파수[Hz] 

 

Formula(공식) 

계산기 윈도우 

 

 

From File(파일) 

탐색기 윈도우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68 
 

Custom(사용자 지정) 테이블 항목을 편집하여 샘플 값 삽입 

 

PRBS(PRBS 패턴) 진폭[V], 오프셋[V], 등식, 반전 

 

Formula(공식) 유형을 선택하면 수학적 수식을 통해 파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Edit Formula(공식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공식 편집기 윈도우를 사용해 
파형을 편집합니다. 수학적 수식은 각각 t 또는 x 변수를 사용한 시간의 함수 또는 샘플의 
함수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런타임에 편집하려는 구성 요소가 선택한 출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식 구문이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 
표시기에 오류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림 52. New Waveform(새 파형)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69 
 

Effect Settings and Parameters(효과 설정 및 파라미터) 윈도우(아날로그 파형 

전용) 
 

Effect(효과)  버튼을 누르면 Effects Settings and Parameters(효과 설정 및 파라미터)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각 파형의 Settings(설정) 탭에서 노이즈 효과, 필터, 노이즈->필터(노이즈 및 필터),  
필터->노이즈(필터 및 노이즈)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53. Effects Settings and Parameters(효과 설정 및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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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필터) 설정 탭 

이 탭에서는 선택한 파형에 디지털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54. 파형 필터링 

공식 파형 보기 

표준 아날로그 및 디지털 파형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사인 및 구형파(직사각형) 유형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파형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표준 파형 유형의 단순 조합을 사용하여 파형을 만들 수 없을 때는 측정 장비 또는 
파일에서 파형을 가져오거나 등식 또는 공식을 사용하여 분석 방식으로 파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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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을 사용하여 파일 만들기 

매뉴얼의 이 섹션에서는 AWG4162 에서 공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파형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즉, 공식을 사용하여 고급 파형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표준 단계를 다룹니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다양한 파형 유형을 생성하는 예제 공식을 제공합니다. 

AWG4162 에서 수행하는 대다수 작업과 마찬가지로, 먼저 임의 파형 발생기를 작동 모드로 
지정하여 작업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 공간이 이미 열려 있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1. New Mixed Waveform(새 혼합 파형) 버튼을 클릭합니다.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파형의 이름을 "Wave1"로 입력하고 

파형의 샘플 길이로 10000 을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림 55. New Waveform(새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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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Wave1(파형 1) 파형을 선택하고 

Edit(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56. 디지털 파형 편집기 

4. Type(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Formula(공식)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Formula Editor(공식 
편집기)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이 편집기에서 등식을 사용하여 파형을 분석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t) 
또는 샘플(x)이 기준인 등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공식은 작성한 그대로 텍스트 상자에 표시됩니다. 
• n(나노), µ(마이크로), m(밀리), K(킬로), M(메가), G(기가) 멀티플라이어와 함께 

키패드에서 숫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등식에서는 기본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함께 사인, 

코사인, 대수 밑 2, 대수 밑 10, 승(승으로 올리기), 제곱근, 부호, 탄젠트, Ln(자연 

로그), 절대값, 지수, 정수, 역사인, 역코사인, 역탄젠트, 상한, 하한 등의 함수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eview(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공식이 컴파일되어 Component Definition(구성 

요소 정의) 대화 상자 위의 그래프에 렌더링됩니다. 

• OK(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식이 저장되며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윈도우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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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공식을 사용하여 새로 만든 파형이 파형으로 저장됩니다. 
추가 구성 요소를 만들거나 새로 만든 구성 요소를 시퀀서에 추가하고 AWG4162 에서 파형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수 소멸 사인파 

다음 그림에는 지수 소멸 2MHz 사인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Exp(-t/E-6)*Sin(2*3.14592*2*E6*t)입니다. 

 
그림 57. 지수 소멸 사인파 
 

일반 공식 형식  

V*Exp(-t/Tc)*Sin(2*pi*t*Fs)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Tc – 시간 상수(초) 
• Fs – 사인파 주파수(Hz) 
• V – 신호 진폭(볼트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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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다음 그림에는 램프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0.2*E6*t 입니다. 

 
 

그림 58. 램프파 

 
일반 공식 형식 
A*t 
여기서 A 는 램프 경사(볼트/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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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상승 

다음 그림에는 지수 상승 파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1-Exp(-t/(1*E-6))입니다. 

 
 

그림 59. 지수 상승 파형 
 

일반 공식 형식 
1-Exp(-t/Tc) 
여기서 Tc 는 시간 상수(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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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지수 

다음 그림에는 소멸 지수 파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Exp(-t/(1*E-6))입니다. 

 
 

그림 60. 소멸 지수 파형 
 
일반 공식 형식 

Exp(-t/Tc) 
여기서 Tc 는 시간 상수(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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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다음 그림에는 1MHz 사인파의 선형 진폭 스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Sin(2*3.141592*2*E6*t)입니다. 

 

그림 61. 사인파 
일반 공식 형식 

V*Sin(2*pi*t*Fs)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s – 사인파 주파수(Hz) 
•   V – 신호 진폭(볼트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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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파의 선형 진폭 스윕 

다음 그림에는 사인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0.2*E6*t*Sin(4*3.141592*E6*t)입니다. 

그림 62. 사인파 

 
일반 공식 형식 

(A*t)*Sin(2*pi*t* Fs)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s – 사인파 주파수(Hz) 
•   A – 램프 경사(볼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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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변조 

다음 그림에는 주파수 변조 파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Sin(2*3.141592*2*E6*t+2*Cos(2*3.141592*0.4*E6*t))입니다. 

 

그림 63. 주파수 변조 파형 

일반 공식 형식 

V*Sin(2*pi*t*Fc+(FD/FM)*Cos(2*pi*t*FM))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c – 캐리어 주파수(Hz) 
•   FD – 주파수 편차(Hz) 
•   FM – 변조 주파수(Hz) 
•   V – 신호 진폭(볼트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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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변조 

다음 그림에는 위상 변조 파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Sin(2*3.141592*2*2*E6*t+(3.141592*Sin(2*3.141592*0.4*E6*t)))입니다. 

 

그림 64. 위상 변조 파형  
 

일반 공식 형식  

V*Sin((2*pi*t*Fc+ K*Sin(2*pi*t*FM))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Fc – 캐리어 주파수(Hz) 

K – 피크 위상 이탈(라디안) 

FM – 변조 주파수(Hz) 

V – 신호 진폭(볼트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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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A 선형 주파수 스윕 파형 

다음 그림에는 선형 주파수 스윕 파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Sin(3.141592*(2*t*E6+((8*E6 -1*E6)/(10*E-6))*Pow(t,2)))입니다.  

그림 65. 선형 주파수 스윕 파형 
 

일반 공식 형식  

V*Sin(pi*(2*t*Fs+((FE-Fs)/Ts)*T^2))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s – 시작 주파수(Hz) 

• FE – 종료 주파수(Hz) 

• Ts – 스윕 기간(초) 

• V – 신호 진폭(볼트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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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스 펄스 

다음 그림에는 가우스 펄스 파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Exp(-(8)*Pow(((t-2*E-6)/(E-6)),2)입니다. 

 

 

 
 

 
 
 
 
 
 
 
 
 
 
 
 
 
 
 
 

그림 66. 가우스 펄스 파형 
일반 공식 형식 

V*Exp(-(1/2)*((T-TM)/Tσ)^2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TM – 가우스 펄스 평균의 시간 위치 
•   Tσ –표준 편차 σ에 해당하는 가우스 펄스의 1/2 폭 지점 
•   V – 신호 진폭(볼트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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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 변조 사인파 

다음 그림에는 진폭 변조 사인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0.5*Sin(2*3.141592*2*E6*t)*(1+0.75*Cos(2*3.141592*0.2*E6*t))입니다. 

 

 

 
 

 
 
 
 
 
 
 
 
 
 
 
 
 

그림 67. 진폭 변조 사인파 
일반 공식 형식 

V*Sin(2*pi*t* Fs) *(1+K*Cos(2*pi*t*FM))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s – 사인파 주파수(Hz) 
•   FM – 변조 주파수(Hz) 
•   K – 변조 지수(0<K<1) 
•   V – 신호 진폭(볼트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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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형 정류 사인파 

다음 그림에는 전체 파형 정류 사인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공식은 
Abs(Sin(2*3.141592*E6*t))입니다. 

 

 

 
 

 
 
 
 
 
 
 
 
 
 
 
 
 
 
그림 68. 전체 파형 정류 사인파 
일반 공식 형식 

V*Abs(Sin(2*3.141592*Fs*t))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Fs – 사인파 주파수(Hz) 
V – 신호 진폭(볼트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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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이 섹션에서는 디지털 필터링을 전체 파형에 적용할지 아니면 한정된 부분에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alog Waveform Graph(아날로그 파형 그래프) 뷰어/편집기에서 파형 이름을 
클릭하면 선택 범위 표시기에 전체 파형 한계가 표시됩니다. 
한정된 부분에 필터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그래프 영역 안을 클릭한 다음 끌어서 
필터링할 파형 섹션을 구분하는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해당 섹션의 위치는 같은 
Application Zone(애플리케이션 구역) 섹션에 표시됩니다. 

FILTER Specifications(필터 사양) 

이 섹션에서는 필터의 모든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gital Mode IIR(Infinite Impulse Filter)(디지털 모드 IIR(무한 임펄스 필터)) – 

Bessel, Butterworth, Chebyshev, Inverse Chebyshev(역 Chebyshev), Elliptic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gital Mode FIR(Finite Impulse Filter)(디지털 모드 FIR(유한 임펄스 필터)) – 

EquiRipple, Kaiser, Windowed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Type(유형) – Low Pass(로우 패스), High Pass(하이 패스), Band Pass(대역 패스), 

Band Stop(대역 정지), General(일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itial Condition(초기 상태) – Steady State(안정된 상태) 응답은 입력에 필터가 

완전히 적용되어 출력이 안정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Type(유형), Topology(토폴로지), Filter Order(필터 순서) 옵션은 특정 필터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OK(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필터링 옵션이 파형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파형에 

대한 필터/노이즈 효과의 미리 보기가 그래프 영역에 표시됩니다.  

현재 파형을 클릭하고 Settings(설정) 탭에서 None(없음) 옵션을 선택하면 필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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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노이즈) 설정 탭 

이 탭에서는 선택한 파형에 노이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69. Noise(노이즈) 설정 탭 

Noise(노이즈) 설정 탭은 Application Zone(애플리케이션 구역), Noise Specifications 
(노이즈 사양), Parameters(파라미터)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NOISE(노이즈)의 Application Zone(애플리케이션 구역) 

이 섹션에서는 노이즈를 전체 파형에 적용할지 아니면 한정된 부분에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alog Waveform(아날로그 파형) 편집기에서 파형 이름을 클릭하면 선택 범위 
표시기에 전체 파형 한계가 표시됩니다. 
한정된 부분에 노이즈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그래프 영역 안을 클릭한 다음 끌어서 
파형 섹션을 구분하는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해당 섹션의 위치는 같은 Application Zone 
(애플리케이션 구역) 섹션에 표시됩니다. 
 

 

Noise Specifications(노이즈 사양) 

이 섹션에서는 모든 노이즈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ise type(노이즈 유형) – 이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파형에 적용되는 노이즈 유형을 

선택합니다. Gaussian(가우스), Uniform(균일), White(화이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노이즈 유형에 따라 노이즈 강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특정 

파라미터(Standard Deviation(표준 편차) 또는 Amplitude(진폭))가 Scale Factor(스케일 

팩터) 필드와 함께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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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노이즈 옵션이 파형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파형에 

대한 노이즈 효과의 미리 보기가 그래프 영역에 표시됩니다. 

현재 파형을 클릭하고 Settings(설정) 탭에서 None(없음)을 선택하여 필터를 

제거합니다. 

가져오기/내보내기 

아날로그 파형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임의 파형 발생기 외부에서 만든 파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 파형을 만들거나 기존 파형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의 파형 발생기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  

• ISF  
• TXT – 탭으로 구분된 값 파일 
• CSV –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 
• WFM – Tekscope 시리즈 파형(스코프 모델에 따라 다름) 
• PAT – AWG Series 패턴 파일(AWG 모델에 따라 다름) 
• TFW – AFG3000 시리즈 파형 파일 형식 
• RFD – RFXpress 파일 형식 
• MAT – Matlab .mat 파일 형식 

 

Matlab 파일 형식은 다음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NumPoints = 2400;       %파형 길이 

t = (0:1:NumPoints-1)';  %t 벡터 정의 

waveform = single(sin(2*pi*1/NumPoints*t)); %단일 사인파 생성 

%% 파형 저장 

Waveform_Name_1 = 'SINE';       %파형 명명 

Waveform_Data_1 = waveform;     %파형 데이터 할당 

Waveform_Sampling_Rate_1 = 2.4e9;    %샘플 속도를 S/s로 지정 가능 

Waveform_Amplitude_1 = 0.300;          %진폭은 V로 지정 가능 

save('SingleCycleSine', '*_1', '-v7.3');    %_1로 끝나는 모든 변수를 .mat 파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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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또는 혼합 파형을 TXT 파일로 가져오는 방법 

• 채널 AO1 또는 채널 AO2 에 연결된 아날로그 파형을 선택하고 Import(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져오기 양식이 열립니다. 

 
그림 70. 파형 가져오기 

파형 가져오기 양식에서는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ample rate[sample/s](샘플 속도[샘플/초]): 가져올 포인트의 샘플링 
속도입니다. 

• Header lines to remove(제거할 헤더 줄): 가져올 파일을 가져오기 전에 제거해야 
하는 일부 헤더 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파일의 시작 
부분에서 일부 포인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 Decimal separator(10 진수 구분 기호): . 또는 ,일 수 있습니다. 
• Interpolation(보간): 파일 샘플링 속도가 장비 샘플링 속도와 다른 경우 보간 

방법을 Linear(선형), Coerce(강제), Polinomial(다항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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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Overflow(메모리 오버플로): 가져오기 파일에 현재 파형보다 많은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오버플로 포인트가 잘립니다("Cut off tail(끝 
자르기)").  

• Last points(마지막 포인트): Return To Zero(제로 복귀)를 선택하는 경우 가져온 
파형이 실제 총 샘플 포인트보다 짧으면 파형의 마지막 포인트가 0 으로 
설정됩니다. Last value(마지막 값)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파형 샘플을 
유지합니다. 
 

선택한 TXT 파일에 열이 하나뿐이면 
아날로그 신호로 해석되므로 위의 
옵션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부분만 
가져옵니다. 
선택한 TXT 파일에 열이 2 개 이상 
있으면 
헤더가 (#AO1,#0,#1...#n)인 TXT 혼합 
파형 파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포함되고 나머지 열은 디지털 줄로 
해석됩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있는 줄 수에 
따라 디지털 줄을 가져올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제 1: 헤더가 #AO1,#0,#1...#15 인데 
프로젝트에 디지털 줄 32 개가 있으면 
헤더에 따라 처음 16 개 디지털 줄만 
가져오며 나머지 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제 2: 다중 시퀀서 프로젝트에서 단일 
시퀀서 헤더를 가져오려고 하면 헤더가 
#AO1 인지 아니면 #AO2 인지에 관계없이 
선택한 다중 시퀀서 채널에서 아날로그 
채널을 가져오며, 선택한 다중 시퀀서 
디지털 줄에서 디지털 채널을 가져옵니다. 
다중 시퀀서에서 디지털 줄은 항상 #0...#15 
또는 #0...#8 로 표시되므로 헤더가 
#16...#31 인 디지털 줄(단일 시퀀서)은 
#0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TXT 파일: 헤더가 없는 2 개의 열 첫 번째 열은 아날로그 데이터로 가져오고 
두 번째 열은 선택한 채널(AO1 또는 AO2)을 
기준으로 하는 마커 데이터로 가져옵니다. 

TXT 파일: 헤더가 없는 3 개의 열 첫 번째 열은 아날로그 데이터로 가져오고 
두 번째 열은 선택한 채널(AO1 또는 AO2)을 
기준으로 하는 마커 데이터로 가져옵니다. 
세 번째 열은 무시됩니다. 

TXT 파일: 헤더가 없이 3 개를 초과하는 
열 

첫 번째 열은 아날로그 데이터로 가져오고 
나머지 열은 디지털 줄로 가져옵니다. 
헤더는 #Analog,#D0,#D1,#D2,#D3,#D4...와 
같은 식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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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형 가져오기 

디지털 줄을 선택하고 Import(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디지털 파형의 가져오기 파일 형식은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이며, 각 열은 디지털 

채널 하나의 샘플을 나타냅니다. 

파일의 첫 행은 로직 이름과 연관된 디지털 채널의 번호(#0,#1,#2...#15)를 나타내는 

헤더입니다. 

헤더 줄에서 일치하는 디지털 줄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 비트를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없으므로 파일을 올바르게 가져오려면 디지털 헤더 줄 

번호를 제거해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가져오기 형식은 .txt입니다. 이 파일은 쉼표로 구분되며 첫 줄에는 헤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Import Waveform(파형 가져오기) 윈도우가 열립니다. 
 

 
그림 71. Import Waveform(파형 가져오기) 윈도우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91 
 

아날로그, 디지털 및 혼합 파형 내보내기 

Export(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Export Waveform(파형 내보내기) 

윈도우를 엽니다. 

 

그림 72. Export Waveform(파형 내보내기)  

이 윈도우에서는 채널 1(A01/포드 A) 또는 채널 2(A02/포드 B)를 기준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혼합 파형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Analog Waveform(아날로그 파형)"을 선택하는 경우 아날로그 파형의 내보내기 

파일 형식은 열이 1개뿐인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이며, 이 열은 선택한 아날로그 

채널의 샘플을 나타냅니다. 

내보낸 파일의 첫 2개 행은 샘플 속도와 샘플 수를 나타내는 헤더입니다(# 샘플 

속도: 2500000000 # 샘플 수: 2048).  

내보낸 값은 double로 표시됩니다. 

"Digital Waveform(디지털 파형)"을 선택하는 경우 디지털 파형의 내보내기 파일 

형식은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이며, 각 열은 디지털 채널 하나의 샘플을 

나타냅니다. 

파일의 첫 행은 로직 이름과 연관된 디지털 채널의 번호(#0,#1,#2...#15)를 나타내는 

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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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포드 A 디지털 줄 16개): 

#0,#1,#2,#3,#4,#5,#6,#7,#8,#9,#10,#11,#12,#13,#14,#15 

0,0,0,0,0,1,0,0,0,0,0,0,0,0,0,0 

0,0,0,0,0,1,0,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0,0,1,0,0,0,0,0,0,0,0,0,0 

0,0,0,0,0,1,0,0,0,0,0,0,0,0,0,0 

 

예제 2(포드 B 디지털 줄 16개):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0,0,0,0,0,1,0,0,0,0,0,0,0,0,0,0 

0,0,0,0,0,1,0,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0,0,1,0,0,0,0,0,0,0,0,0,0 

0,0,0,0,0,1,0,0,0,0,0,0,0,0,0,0  

 

"Mixed Waveform(혼합 파형)"을 선택하는 경우 혼합 파형의 내보내기 파일 형식은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이며, 첫 번째 열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나타내고 나머지 열은 

디지털 채널 하나의 각 샘플을 나타냅니다. 

파일의 첫 행은 로직 이름과 연관된 디지털 채널의 번호와 아날로그 파형을 

나타내는 헤더입니다. 

 

단일 시퀀서 헤더 형식: 

• AO1/포드 A – 8비트 모드 - 

#AO1,#0,#1,#2,#3,#4,#5,#6,#7   

• AO1/포드 A – 16비트 모드 -        

#AO1,#0,#1,#2,#3,#4,#5,#6,#7,#8,#9,#10,#11,#12,#13,#14,#15   

• AO2/포드 B – 8비트 모드 - 

#AO2,#16,#17,#18,#19,#20,#21,#22,#23   

• AO2/포드 B – 16비트 모드 -         

#AO2,#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93 
 

다중 시퀀서 헤더 형식: 

• AO1/포드 A – 8비트 모드 - 

#AO1,#0,#1,#2,#3,#4,#5,#6,#7   

• AO1/포드 A – 16비트 모드 -        

#AO1,#0,#1,#2,#3,#4,#5,#6,#7,#8,#9,#10,#11,#12,#13,#14,#15   

• AO2/포드 B – 8비트 모드 - 

#AO2,#0,#1,#2,#3,#4,#5,#6,#7   

• AO2/포드 B – 16비트 모드 -         

#AO2,#0,#1,#2,#3,#4,#5,#6,#7,#8,#9,#10,#11,#12,#13,#14,#15   
 
다중 시퀀서 작업 공간에 단일 시퀀서 혼합/디지털 파형을 가져오려고 하면 디지털 줄이 일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 시퀀서 프로젝트에서 #AO2,#16...#31(단일 시퀀서)을 가져오려는 경우에 디지털 
줄도 가져오려면 헤더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줄을 건너뜁니다.  
가져오거나 내보내려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가져오기/내보내기 기능의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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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형 그래프 도구 

이 도구 모음에는 디지털 파형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으로의 신호/버스입니다. 

 
1로의 신호/버스입니다. 

 
임의 값으로의 신호/버스입니다. Arbitrary Value(임의 값)를 
지정하는 경우 선택한 파형, 파형 간격 또는 하나 이상의 
노드나 그룹에서 노드 값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노드 값을 덮어쓰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노드나 버스를 선택하고 Digital Editor(디지털 편집기) 
도구 모음에서 Value(값) 버튼을 클릭합니다. 

Arbitrary Value(임의 값)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2.  Radix(기수) 버튼을 사용하여 기수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숫자 또는 명명된 값 상자에 덮어쓸 새 값을 

지정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신호의 클럭 편집기입니다. 
클럭 기능을 사용하면 각 클럭을 트리거하는 펄스를 
그리는 대신 클럭 파형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럭 신호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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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버스의 카운터 편집기입니다. 
카운터 편집기에서는 버스에 카운트 값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버스의 값이 지정된 시간 간격만큼 
증가합니다. 

카운터 편집기를 사용하면 각 노드의 값을 
수동으로 편집하지 않고 버스의 카운팅 값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시작 값과 증가 시간 간격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호/버스의 무작위 값입니다. 
Random Value(무작위 값)를 통해 무작위 노드 값을 생성하여, 
선택한 파형, 파형 간격 또는 하나 이상의 노드나 그룹에서 
무작위 노드 값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각 눈금 간격, 지정된 시간 또는 고정 간격에 대해 무작위 노드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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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신호/버스 값입니다. 

 
파형을 복사합니다. 

왼쪽 열에서 신호/버스 이름을 클릭하여 전체 파형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신호/버스의 일부분을 
선택합니다. 
파형을 복사하려면 Copy Waveform(파형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파형을 붙여넣습니다. 
복사한 파형을 그래프에서 마우스로 선택한 
영역이나 다른 파형의 시작 부분에 붙여넣습니다. 
 

 

혼합 신호 파형 편집기   

Mixed Signal Waveform Editor(혼합 신호 파형 편집기) 화면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및 디지털 파형을 그래픽 또는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거나 편집합니다. 

단일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로 시각화되고 그룹화된 신호는 버스로 

표시됩니다. 

 

아날로그 파형 편집기  

임의의 편집된 파형을 설정된 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형을 세그먼트 목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각 세그먼트는 모두 길이가 같은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을 통해 결합됩니다.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97 
 

각 파형은 임의 수의 세그먼트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세그먼트의 길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 모드에서 각 파형의 샘플 수는 샘플 길이가 320 미만인 경우 64 의 배수여야 하고, 샘플이 
320 개 이상인 경우에는 16 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림 73. 파형 세그먼트 

위 그림의 파형은 세그먼트 2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그먼트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세그먼트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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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파형 구성 요소 

위 그림의 파형은 세그먼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는 다음과 같이 두 구성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세그먼트 1 = 구성 요소 1 * 구성 요소 2  
 

 

  

구성 요소 1 = 

사인 
구성 요소 2 =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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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세그먼트, 구성 요소에 대해 선택,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등의 일반적인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파형 간에 끌어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및 선택 

 아날로그 신호 셀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전체 파형을 선택하면 
파형이 파란색으로 강조됩니다.  

 그래프 영역 내를 클릭한 다음 끌어서 파형 섹션을 구분하는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선택 영역에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호 셀 트리 항목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파형의 세그먼트를 열고 
닫습니다. 

 세그먼트 트리 항목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단일 세그먼트의 구성 
요소를 열고 닫습니다. 

 신호 이름 셀 사이의 선을 끌어서 신호 진폭 크기를 조정합니다. 
 각 아날로그 신호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마스터 커서의 시간 위치에서 

신호의 값을 나타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파형 트리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파형을 선택했는지 세그먼트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림 75.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팝업 메뉴 

 Vertical Autoscale(수직 자동 스케일) – 자동 스케일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Autoscale Off(자동 스케일 끄기) – 파형 자동 스케일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파형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직 
스크롤 막대가 신호 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Vertical Zoom In(수직 확대) – 자동 확대 기능입니다.  

 Add Segment(세그먼트 추가) – 세그먼트를 추가하려면 파형 길이를 늘리거나 기존 
세그먼트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그먼트 하나로 구성된 10k 샘플 파형에 두 번째 세그먼트를 추가하려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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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세그먼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활성화하고 Property(속성)를 선택합니다. Segment1 Property(세그먼트1 
속성) 윈도우가 표시되면 세그먼트1의 길이를 10k에서 5k로 조정합니다. 

 
그림 76. Property(속성) 윈도우 

 파형이나 기존 세그먼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활성화하고 Add Segment(세그먼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Segment2 Property(세그먼트2 속성) 윈도우가 표시되면 새 세그먼트 길이를 
삽입하고 OK(확인)를 눌러 파형에 세그먼트를 추가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Segment(세그먼트) 팝업 메뉴에서 Add Segment(세그먼트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새 세그먼트가 파형 끝에 추가되는 반면 Waveform(파형) 팝업 
메뉴에서 Add Segment(세그먼트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새 세그먼트가 파형 
시작 부분에 추가됩니다. 

 Add Component(구성 요소 추가) – 선택한 세그먼트에 구성 요소를 추가합니다.  

 Remove(제거) – 선택한 세그먼트나 구성 요소를 제거합니다. 

 Rename(이름 변경) – 선택한 세그먼트나 구성 요소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Resize(크기 조정) – 선택한 구성 요소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고급 아날로그 파형을 만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임의 모드 단일 시퀀서 설정 예제의 1~6 단계를 수행합니다.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파형의 이름을 "Wave1"로 입력하고 

파형의 샘플 길이로 10k를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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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파형1-0의 세그먼트 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엽니다. 

 
그림 78.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 

 팝업 메뉴에서 Properties(등록 정보)를 선택합니다. 
 New Length(새 길이) 필드에 2.5k를 입력하여 세그먼트 길이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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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Property(속성) 윈도우 

 파형1-0 및 세그먼트1이 새 길이로 다시 샘플링됩니다. 
 

 
그림 80. 파형 편집 
 세그먼트1을 선택하고 도구 모음에서 Edit(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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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파형 Type(유형)으로 Triangle(삼각)을 선택하고 Cycles(사이클) 수로 4를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파형4-0의 세그먼트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열고 Add 

Segment(세그먼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림 82. Add Segment(세그먼트 추가) 
 Property(속성)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세그먼트2의 길이로 2.5k를 선택하고 컬러를 

변경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104 
 

 파형4-0의 세그먼트2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열고 Add 
Segment(세그먼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Property(속성)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세그먼트3의 길이로 5k를 선택하고 컬러를 변경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세그먼트3을 선택하고 도구 모음에서 Edit(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가 표시됩니다. 파형 Type(유형)으로 

Sinc를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그림 83.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105 
 

 파형4-0의 세그먼트3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열고 Add 
Segment(세그먼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파형4-0의 구성 요소1/세그먼트2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열고 Add Component(구성 요소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림 84. Add Component(구성 요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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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요소 2를 선택하고 Edit Waveform(파형 편집) 버튼 을 누릅니다.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그림 85.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파형 Type(유형)으로 Cosine(코사인)을 선택하고 Operation(연산)으로 

Multiply(곱하기)를 선택합니다. 
 OK(확인)를 누릅니다. 
 고급 파형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시퀀서에 해당 파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107 
 

디지털 파형 편집기  

AWG4162 는 강력한 디지털 패턴 발생기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작동 모드에서 AWG4162 는 시스템 디버깅 및 특성화를 위해 표준 직렬/병렬 버스 변이 또는 
사용자 지정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에뮬레이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최대 벡터 메모리 용량은 32M 포인트/채널입니다. 
 임의 모드에서 최대 업데이트 속도는 16 채널 작업 공간에서 1.25Gs/s, 32 채널 작업 

공간에서 625MS/s 입니다. 
 Settings(설정) 탭의 지연시간 컨트롤을 사용하여 디지털 채널과 아날로그 채널을 

정렬하는 경우 약 10ps 의 분해능으로 아날로그 채널을, 그리고 약 78ps 의 분해능으로 
디지털 채널을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단일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시각화되고 그룹화된 신호는 버스로 표시됩니다. 

새 혼합 파형 또는 디지털 파형을 만들 때는 단일 디지털 신호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의 이름과 수는 초기 프로젝트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Digital Channels Settings(디지털 채널 설정) 탭의 Group Digital Signals(디지털 채널 그룹화) 

 버튼을 눌러 신호 이름 변경 및 버스 만들기/이름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86. 디지털 파형 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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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단일 신호 또는 버스에 대해 선택,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등의 일반적인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파형 간에 끌어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및 선택 
 신호 셀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전체 디지털 단일 신호 또는 버스를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강조됩니다.  
 그래프 영역 내를 클릭한 다음 끌어서 디지털 파형 섹션을 구분하는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Digital Waveform(디지털 파형) 도구 모음에서 설명하는 작업 중 하나를 
현재 선택 영역이나 전체 파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셀 트리 항목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버스를 열고 닫습니다. 
 신호 이름 셀 사이의 선을 끌어서 디지털 신호 진폭 크기를 조정합니다. 
 각 아날로그 신호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마스터 커서의 시간 위치에서 신호 

또는 버스의 값을 나타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디지털 파형 트리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이 메뉴에는 파형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세그먼트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림 87. 팝업 메뉴 

 Analog mode display(아날로그 모드 디스플레이) – 버스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이 옵션은 
버스를 아날로그 파형으로 나타냅니다. ADC 또는 DAC를 테스트해야 하는 등의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Properties(등록 정보) – 디지털 파형 Property(속성) 윈도우를 엽니다. 이 윈도우를 사용해 
신호/버스 컬러를 변경하고 버스 값의 표시 형식과 높이의 도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 88. Signals Property(신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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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B on Top(LSB를 위로) – 버스 값은 기본적으로 MSB(최상위 비트를 위로)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방식 대신 최상위 비트를 위로 방식을 사용하려면 LSB를 
선택합니다. 

 Copy(복사) – 파형을 복사합니다. 왼쪽 열에서 신호/버스 이름을 클릭하여 전체 
파형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신호/버스의 일부분을 선택합니다. 

 Paste(붙여넣기) – 파형을 붙여넣습니다. 복사한 파형을 그래프에서 마우스로 
선택한 영역이나 다른 파형의 시작 부분에 붙여넣습니다. 

 

데이터 편집기 

데이터 편집기를 사용하면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및 버스 값을 테이블 형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편집기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가 열에 숫자로 시각화됩니다.  
데이터 편집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열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Samples(샘플) – 생성된 샘플의 번호가 작은 번호부터 순서대로 포함됩니다. 

 Time(시간) – 모든 샘플의 절대 시간이 빠른 시간부터 순서대로 포함됩니다. 

버스 

버스 노드의 경우 화면 오른쪽에 있는 열에서 버스 이름 왼쪽에 Expandable Bus(확장 가능 버스)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날로그 파형을 확장하면 세그먼트가 표시됩니다. 세그먼트를 확장하면 구성 요소가 
표시됩니다. 
디지털 파형을 확장하면 단일 디지털 줄이 표시됩니다. 

버스 이름을 두 번 클릭하면 버스가 열립니다. 

버스 노드가 열리면 Expandable Bus(확장 가능 버스) 아이콘 대신 Expanded Bus(확장된 버스)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버스 이름을 다시 두 번 클릭하면 버스가 닫힙니다. 
 
테이블 값에 대해 선택,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등의 일반적인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열 간에 끌어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및 선택 
 신호 이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전체 아날로그/디지털 단일 신호 

또는 버스를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강조됩니다.  
 테이블 셀 내를 클릭한 다음 끌어서 아날로그/디지털 파형 섹션을 구분하는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아날로그/디지털 파형 도구 모음에서 설명하는 작업 중 하나를 현재 선택 
영역이나 전체 파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텍트로닉스 AWG4162 인쇄 가능한 도움말   

110 
 

 단일 셀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신호 이름 사이의 선을 끌어서 열 진폭 크기를 조정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테이블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아날로그 파형을 선택했는지 디지털 파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림 89.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팝업 메뉴 
디지털 편집기 파형 도구 모음 버튼을 누르거나, 테이블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를 열어서 테이블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보내려면 Export data...(데이터 내보내기...) 오른쪽 클릭 메뉴 항목을 

선택하거나 내보내기 메뉴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txt 파일로 내보내 집니다. 이 파일은 쉼표로 구분되며 첫 줄에는 헤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Import data...(데이터 가져오기...) 오른쪽 클릭 메뉴 항목을 

선택하거나 내보내기 메뉴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가져오기 형식은 .txt입니다. 이 파일은 쉼표로 구분되며 첫 줄에는 헤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디지털 단일 신호/버스에서 비활성화된 셀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 셀에서 수행한 변경 사항은 바로 위에 있는 혼합 파형 편집기에 표시됩니다. 

아날로그 편집기 파형 도구 모음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눈금의 값을 변경하여 테이블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이블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Select Waveform...(파형 선택...) 항목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가 
열립니다. 데이터 눈금에서 값을 선택하고 Edit...(편집...)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윈도우가 열리며 테이블에서 값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Effects...(효과...) 메뉴 항목을 클릭하면 Filter & Noise(필터 및 노이즈) 윈도우가 열리고 
Search...(검색...) 항목을 클릭하면 "Search Settings(검색 설정)" 윈도우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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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내보내려면 Export data...(데이터 내보내기...) 오른쪽 클릭 메뉴 항목을 

선택하거나 내보내기 메뉴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그림 90. 아무 항목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표시되는 메뉴 
아날로그 데이터는 .txt 파일로 내보내 집니다. 이 파일은 쉼표로 구분되며 첫 줄에는 샘플 
속도와 샘플 수를 나타내는 헤더가 있습니다. 
# 샘플 속도: 2.5E+09 
# 샘플: 16000000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Import data...(데이터 가져오기...) 오른쪽 클릭 메뉴 항목을 

선택하거나 가져오기 메뉴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시퀀스 윈도우
DUT 테스트를 완전히 구현하려면 긴 파형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형의 
일부분이 반복되는 경우 파형 시퀀스 기능을 사용하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파형 
프로그래밍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퀀서에서는 생성하려는 편집된 파형, 해당 시퀀스, 반복 횟수 및 생성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퀀서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드웨어 메모리보다 긴 파형 출력 
 조건에 따라 빠르게 출력 파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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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시퀀스 

시퀀스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는 적절하게 서식이 지정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가 포함됩니다. 
마우스를 사용한 끌어서 놓기를 통해 시퀀서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하위 시퀀스를 나타내는 
항목 하위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시퀀서의 항목 3 은 항목 3 개가 포함된 
하위 시퀀스로 교체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디지털 파형 길이는 같은 시퀀서 항목에 포함된 아날로그 파형 길이의 ½ 또는 ¼이어야 

합니다. 

 파형과 마찬가지로 하위 시퀀스를 Subsequences(하위 시퀀스) 탭에서 시퀀서로 끌어서 
놓음으로써 하위 시퀀스를 시퀀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위 시퀀스 항목에는 Wait Event(대기 이벤트) 옵션이 없습니다. 
 주 하위 시퀀스 항목에서 Jump Event(이동 이벤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하위 시퀀스의 

첫 번째 요소에 Wait Event(대기 이벤트) 또는 Jump If Event(다음의 경우 이동 이벤트) 
선택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하위 시퀀스의 모든 항목에서 주 시퀀스에 더 높은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새 하위 시퀀스를 만들려면 Subsequences(하위 시퀀스) 탭 옆의 도구 모음에 있는 "New 
Subsequence(새 하위 시퀀스)" 버튼을 누릅니다.  

 하위 시퀀스는 주 시퀀스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위 시퀀스에 항목을 하나만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시퀀서의 최대 항목 수는 16,384 개입니다. 

 

   ∞ 
항목 3  

     4 이벤트 0 인 
경우 이동 

이벤트 0 
대기 

하위 항목 1 하위 항목 2 하위 항목 3 

항목 1 

 

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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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또는 하위 시퀀스를 시퀀서에 놓으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만들려는 새 시퀀서 항목의 등록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92.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입력 파형 등록 정보 

1. Wave Repetitions(파형 반복)를 지정하면 항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Infinite(무한) 반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버튼을 누릅니다.  

2. Wait Event(대기 이벤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벤트(이벤트 0~이벤트 7 사용 가능)를 

선택하면 시퀀서가 파형을 생성하기 전에 이벤트 N 을 기다립니다. 

3. Jump Event(이동 이벤트)를 선택하면 Jump Event(이동 이벤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지정한 이벤트에 따라 파형 시퀀스가 변경됩니다. 이벤트 0~이벤트 7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 시퀀스 항목 내에 Jump Event(이동 이벤트)를 설정한 경우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퀀서에서 하위 시퀀스에서 나와 주 시퀀스에서 항목을 계속 생성합니다. 

4. Jump Address(이동 주소)에서는 이벤트 발생 시 시퀀서가 이동하는 항목의 번호를 

설정합니다. 

5. Jump Type(이동 유형): Sync(동기) 선택 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퀀서는 이동을 

실행하기 전에 현재 파형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Async(비동기) 선택 시 이벤트가 발생하는 즉시 시퀀서가 이동을 실행합니다.  

1 

2 

3 

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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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o To Address(이동 주소): Jump Event(이동 이벤트)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즉 Event7 

None(이벤트 7 없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시퀀서가 현재 항목을 완료한 후 그 다음 
항목을 실행합니다.  
확인란을 눌러 Go To Address(이동 주소) 컨트롤을 활성화하고 다음 항목 주소를 
입력하여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무한 반복이 Go To Address(이동 주소)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같은 항목에 Wait Event(대기 이벤트)와 Jump If Event(다음의 경우 이동 이벤트) 

조건을 둘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Wait Event(대기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Jump If(다음의 경우 이동) 조건을 평가합니다. 
 현재 항목과 다음 항목 간의 변이 기간에는 이동 명령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항목의 헤더에는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의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93. 파형 설정 
R: 4 = 4 회 반복 
W: 7 = 이벤트 7(없음) 대기 
J: 7 = 이벤트 7(없음)이 발생하면 이동 
JA: 1 = 이동 주소 1 
JT: A = 이동 유형 비동기 
G: 1 = 이동 주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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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퀀서 윈도우 

Run Mode(실행 모드)에서 시퀀스를 선택하면 시퀀스 윈도우에 지정된 순서대로 여러 파형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Sequence(시퀀스) 윈도우에는 생성될 아날로그 및 디지털 파형이 
표시됩니다. 

 

그림 94. 단일 주 시퀀서 

단일 시퀀서 작업 공간에는 모든 아날로그/디지털 채널 파형 생성을 제어하는 Main 

Sequencer(주 시퀀서)라는 시퀀서 하나가 있습니다.  

다중 시퀀서 작업 공간에는 시퀀스 윈도우가 2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날로그 출력 1 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아날로그 출력 2 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 윈도우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Waveform(파형) 탭에는 사용 가능한 파형의 자체 목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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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다중 주 시퀀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1. 시퀀스 윈도우에서 셀을 클릭하면 선택한 파형이 Waveform(파형) 보기 윈도우에 
표시됩니다. 선택한 셀의 배경컬러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2. 시퀀스 윈도우에서 셀의 헤더를 클릭하면 항목이 선택되며 해당 항목 내의 모든 파형이 
Waveform(파형) 보기 윈도우에 표시됩니다. 선택한 항목의 배경컬러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3. Waveform List(파형 목록) 윈도우에서 파형을 끌어 시퀀스 윈도우의 셀에 놓음으로써 
시퀀서에 해당 파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4. 파형을 편집하려면 시퀀스 윈도우에서 셀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열고 Edit Waveform(파형 편집)을 선택하여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를 엽니다.  

5. 시퀀서 셀에 파형을 삽입하면 셀의 왼쪽 여백에 파형의 최대 및 최소 레벨이 
표시됩니다. 

6. Run Mode(실행 모드)에서 Continuous(연속), Triggered(트리거됨) 또는 Gated(게이트)를 
선택하면 시퀀스 윈도우에는 파형이 하나만 포함됩니다. 

 

 

 

시퀀서 AO2 시퀀서 AO1 

최대 및 최소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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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서의 파형 및 테이블 보기 

참고:  

시퀀서에서는 시퀀스된 파형의 Waveform(파형) 보기와 Table(테이블) 보기가 모두 제공됩니다. 
이 두 보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Waveform(파형) 보기에서는 시퀀스가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반면 Table(테이블) 보기에서는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96. 시퀀서의 Table(테이블) 보기 

 

 

  

"Table(테이블)" 탭을 클릭하여 
시퀀서 Table(테이블) 보기 표시 

파형 항목 등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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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편집 

 

그림 97. 시퀀스 편집기 

시퀀스 윈도우의 Waveform(파형) 탭에서는 AWG4162 장비로 생성할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aveform(파형) 탭에서 파형을 시퀀스 윈도우의 셀로 끌면 시퀀서에 해당 파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윈도우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시퀀서에서 파형을 제거합니다.  

 

시퀀스 윈도우 도구 모음 

 

 
Edit Entry(항목 편집) – Input Waveform 

Property(입력 파형 속성) 윈도우를 엽니다.  

 
Remove selected entry(선택한 항목 제거) – 
선택한 항목의 모든 파형을 시퀀서에서 
제거합니다. 

 
Remove all(모두 제거) – 시퀀서에서 모든 항목을 
제거합니다. 

 
Waveform(파형)/Table(테이블) – 시퀀서 시각화를 
Waveform(파형)에서 Table(테이블) 스타일로 
전환합니다. 

 
Memory Usage(메모리 사용량) – 파형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백분율입니다. 

  

 

클릭하여 Waveform(파형) 보기와 
Table(테이블) 보기 간 전환 

항목/시퀀스의 반복 
횟수와 길이 아날로그 및 디지털 파형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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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Edit Entry(항목 편집): 현재 항목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를 엽니다. 

 Remove(제거): 선택한 항목의 모든 파형을 시퀀서에서 제거합니다. 

 Remove all(모두 제거): 시퀀서에서 모든 항목을 제거합니다. 

7. Edit Waveform(파형 편집): 선택한 파형을 변경할 수 있는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를 엽니다.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 

사전 요구 사항: 03_JumpIfRepeat_Wait_Sequence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림 98. 시퀀스 편집기 

1. C:\Program Files (x86)\Tektronix\AWG4000 Advanced\DemoProjects 에서 데모 이동 
프로젝트 03_JumpIfRepeat_Wait_Sequence 를 엽니다. 이 위치는 Advanced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설치 경로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경로에 Advance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경우에는 InstallPath\ DemoProjects 에서 프로젝트를 열어야 
합니다. 

2. 시퀀스 윈도우 도구 모음에서  버튼을 눌러 모든 시퀀서 항목을 제거합니다. 
 

  

   ∞ 
항목 3  

     4 이벤트 0 인 
경우 이동 

이벤트 0 
대기 

하위 항목 1 하위 항목 2 하위 항목 3 

항목 1 

 

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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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veforms(파형) 탭에서 Square(구형)파를 끌어서 시퀀서의 첫 번째 항목에 놓습니다. 

 
그림 99. 파형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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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하고 Jump 
Event(이동 이벤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Event0(이벤트 0)(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그리고 True(참 값) 그리고 True(참 값) 그리고 True(참 값))을 선택합니다. 
아직 시퀀서에 항목이 없으므로 Jump Event(이동 이벤트) 및 Jump Address(이동 주소) 
컨트롤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9 단계에서 변경됩니다.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그림 100. 파형 항목 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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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aveform(파형) 탭에서 Sine(사인)파를 끌어서 시퀀서의 두 번째 항목에 놓습니다. 

 
그림 101. 파형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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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에서 4 회 반복을 선택하고 Go To
Address(이동 주소) 확인란에 선택 표시를 한 후에 Go To Address(이동 주소) 값으로 1 을

입력합니다.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그림 102. 파형 항목 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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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ubsequences(하위 시퀀스) 탭에서 하위 시퀀스 1 을 끌어서 시퀀서의 세 번째 항목에 
놓습니다. 

 

그림 103. 하위 시퀀스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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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에서 1 회 반복을 선택하고 Go To 
Address(이동 주소) 확인란에 선택 표시를 한 후에 Go To Address(이동 주소) 값으로 2 를 
입력합니다.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그림 104. 파형 항목 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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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 시퀀스가 완성되었지만 항목 1 의 등록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항목 1 을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연 다음 Edit 
Entry(항목 편집)를 선택합니다. 
Jump Event(이동 이벤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Event0(이벤트 0)(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AND True(참) AND True(참) AND True(참))을 설정합니다. Jump Address(이동 
주소) 필드를 수정하여 이동 주소로 3 을 입력합니다. OK(확인) 버튼을 눌러 입력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림 105. 파형 항목 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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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기 이벤트 0 을 하위 시퀀스 1 의 하위 항목 1 로 설정합니다.

 Sequence/Subsequence(시퀀스/하위 시퀀스) 버튼을 눌러 하위 시퀀스 

1 을 선택합니다. 

그림 106. 하위 시퀀스 1 의 파형 

그런 다음 항목 1 을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열고 Edit Entry(항목 편집)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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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의 Wait Event(대기 이벤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Event0(이벤트 0)(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AND True(참) AND 
True(참) AND True(참))을 선택합니다.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그림 107. 파형 하위 항목 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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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 

사전 요구 사항: 03_JumpIfRepeat_Wait_Sequence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1. C:\Program Files (x86)\Tektronix\AWG4000 Advanced\DemoProjects 에서 데모 이동 
프로젝트 03_JumpIfRepeat_Wait_Sequence 를 엽니다. 이 위치는 Advanced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설치 경로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경로에 Advance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경우에는 InstallPath\ DemoProjects 에서 프로젝트를 열어야 
합니다. 

2. Sequences(시퀀스) 탭에서  New Subsequence(새 하위 시퀀스) 버튼을 누릅니다. 
3. Main Sequencer(주 시퀀서) 윈도우에 비어 있는 새 하위 시퀀스(하위 시퀀스 2)가 

표시됩니다. 

 

그림 108. 비어 있는 새 하위 시퀀스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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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veform(파형) 탭에서 파형을 시퀀스 윈도우의 셀로 끌면 시퀀서에 해당 파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파형의 대상 시퀀서 셀이 빨간색으로 강조됩니다.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에서 1 회 반복을 선택합니다.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그림 109. 파형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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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 단계를 반복하여 Square(구형)파와 Sync(동기)파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Wave1(파형 1) 구형파, Sweep(스윕) 파형 및 Sinc 혼합 파형의 3 개 항목으로 구성된 하위 
시퀀스 2 가 생성됩니다. 

 

그림 110. 하위 시퀀스 2 의 파형 

6.  Sequence/Subsequence(시퀀스/하위 시퀀스) 버튼을 눌러 하위 

시퀀스를 닫고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에 Main Sequencer(주 시퀀서)로 돌아옵니다. 
하위 시퀀스 2 가 Sequences(시퀀스) 탭에 표시됩니다. 이제 해당 시퀀스를 Main 
Sequencer(주 시퀀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www.Tektronix.com   

132 
 

파형 보기 윈도우 
 
시퀀스 윈도우에서 선택한 요소는 Waveform(파형) 보기 윈도우에 표시됩니다. 
각 신호의 왼쪽에는 열 2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인 Signals(신호)에는 신호의 이름과 
세그먼트/구성 요소/버스 요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루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인 Value(값)에는 마스터 커서의 시간 위치에서 신호의 값을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1. 단일 셀을 선택하면 Waveform(파형) 보기 윈도우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및 디지털 
파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1. 파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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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퀀스 윈도우에서 셀의 헤더를 클릭하면 항목이 선택되며 다음 그림과 같이 해당 항목

내의 모든 파형이 Waveform(파형) 보기 윈도우에 표시됩니다.

그림 112. 파형 보기 

Waveform(파형) 보기 윈도우에서 파형을 볼 때는 다음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면 그래픽 영역의 마우스 기능을 커서/마커 

이동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 도구를 사용하면 그래프 영역 안에서 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자동 확대 기능입니다. 

자동 축소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면 그래프에서 선택한 직사각형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영역 내를 클릭한 다음 
끌어서 줌 직사각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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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튼은 활성화된 모든 줌을 재설정합니다. 

 
그래프 표시 영역의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Waveform View Settings(파형 보기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Graph Property(그래프 속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이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Background Color(배경컬러)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컬러를 변경하고, 주요 점선 및 보조 점선을 켜거나 끄고, 

점선의 선 컬러를 변경합니다. 
• 커서 위치 표시기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샘플 수 간의 X 축 표시가 초 단위로 
전환됩니다. 기본값은 선택한 항목을 기준으로 
최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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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서 
AWG4162 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작업과 설정을 수행하는 자세한 단계가 포함된 시나리오가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 예제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장비의 전원을 올바르게 켰는지 확인한 다음 시작하기 

섹션의 설명에 따라 AWG4162 소프트웨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새 작업 공간 만들기를 수행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몇 가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제공됩니다. 

위의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으면 다음 시나리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아날로그 파형 만들기  

2. 파형 시퀀스 만들기  

3. 파형 + 구성 요소 사용량 + 게이트 실행 모드 가져오기  

4. 디지털 파형 만들기  

 

첫 번째 아날로그 파형 만들기 

색인으로 돌아가기 
 
장비의 전원을 켠 후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시스템 메뉴 모음 또는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새 
작업 공간을 만듭니다. 

1. 임의 파형 발생기를 작동 모드로 설정하여 단일 시퀀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2. New Mixed Waveform(새 혼합 파형)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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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파형의 이름을 "Wave1"로 입력하고 
파형의 샘플 길이를 2048 로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림 113. 새 파형 설정 

4.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Wave1-Ch AO1 파형을 선택하고 Edit 

Waveform(파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14.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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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가 표시됩니다. Sine(사인) 파형을 선택하고 
다음 사양을 지정합니다. 

 Cycles(사이클): 2 

 Amplitude[V](진폭[V]): 250mV 

 

그림 115.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7.  OK(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8. Wave1-Ch AO2 파형을 선택하고 Edit Waveform(파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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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가 표시됩니다. Rectangle(직사각형) 파형을 
선택하고 다음 사양을 지정합니다. 

 Cycles(사이클): 4 

 Amplitude[V](진폭[V]): 300m  
 

 

그림 116.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10. OK(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1.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에서 OK(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2. 주 도구 모음에서 Settings(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13. Settings(설정) 팝업 화면의 Run Mode(실행 모드) 탭에서 Continuous(연속)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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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그림 117. Settings(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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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Waveform(파형) 영역에서 Wave1(파형 1)을 시퀀스 영역의 첫 번째 셀로 끕니다. 그러면 
선택한 셀이 강조 표시됩니다. 

 

그림 118. 시퀀스 윈도우 

17. 이제 AWG4K 도구 모음에서 Run/Stop(실행/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파형 생성이 시작되고 Wave1(파형 1)이 AO1 및 AO2 SMA 출력에서 
생성됩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이 출력에 연결하여 신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Run/Stop(실행/정지) 버튼을 다시 눌러 파형 생성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파형 시퀀스 만들기 

 

장비의 전원을 켠 후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시스템 메뉴 모음 또는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새 
작업 공간을 만듭니다. 

1. 임의 파형 발생기를 작동 모드로 설정하여 단일 시퀀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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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단일 시퀀서 프로젝트 

2. Waveform(파형) 탭 목록에 파형 3 개를 추가합니다.  
3.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대화 상자에서 파형 1, 2, 3 에 대해 다음 

사양을 지정합니다. 
파형 1 – 파형 유형: Square(구형), 샘플: 2048, 사이클: 1, 진폭: 300mv 
파형 2 – 파형 유형: Sine(사인), 샘플: 2048, 사이클: 1, 진폭: 300mVolt 
파형 3 – 파형 유형: Triangle(삼각), 샘플: 2048, 사이클: 1, 진폭: 300mVolt 

4. New Mixed Waveform(새 혼합 파형) 버튼 을 클릭합니다.  
5.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파형의 이름을 "Square"로 입력하고 

파형의 샘플 길이를 2048 로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림 120.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 

항목 
1(구형) 

   ∞      4 이벤트 
0 인 경우 

이동 

이벤트 0 
대기 

항목 
3(삼각) 

항목 
2(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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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Square-Ch AO1 파형을 선택하고 

Edit(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21.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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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가 표시됩니다. Rectangle(직사각형) 
파형을 선택하고 다음 사양을 지정합니다. 

 Cycles(사이클): 1 

 Amplitude[V](진폭[V]): 300mV 

 

그림 122.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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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K(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9.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에서 OK(확인) 버튼을 눌러 윈도우를 닫고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림 123. 파형 편집 

10. 사인파와 삼각파를 만듭니다. Waveform(파형) 탭에 Square(구형), Sine(사인), 
Triangle(삼각)이 표시됩니다. 

11. 주 도구 모음에서 Settings(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Settings(설정) 팝업 
화면의 Run Mode(실행 모드) 탭에서 Sequence(시퀀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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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확인)를 클릭합니다. 

 

그림 124. Settings(설정) 화면 

12. Waveforms(파형) 탭에서 Square(구형)파를 끌어서 시퀀서의 첫 번째 항목에 놓습니다. 
13.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하고 

Jump Event(이동 이벤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Event0(이벤트 0)(Force Trigger(강제 
트리거) 그리고 True(참 값) 그리고 True(참 값) 그리고 True(참 값))을 선택합니다. 

14. 아직 시퀀서에 항목이 없으므로 Jump Address(이동 주소) 컨트롤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15.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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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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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Waveform(파형) 탭에서 Sine(사인)파를 끌어서 시퀀서의 두 번째 항목에 놓습니다.
17.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에서 4 회 반복을 선택하고 Go

To Address(이동 주소) 확인란에 선택 표시를 한 후에 Go To Address(이동 주소) 값으로

1 을 입력합니다.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그림 126.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18. Waveform(파형) 탭에서 Triangle(삼각)파를 끌어서 시퀀서의 세 번째 항목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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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윈도우에서 Wait Event0(대기 
이벤트 0)을 선택하고 Go To Address(이동 주소) 확인란을 선택 표시를 한 후에 Go To 
Address(이동 주소) 값으로 2 를 입력합니다.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그림 127.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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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제 시퀀스가 완성되었지만 항목 1 의 등록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항목 1 을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연 다음 Edit 
Entry(항목 편집)를 선택합니다.  

 

그림 128.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21. Jump Address(이동 주소) 필드를 수정하여 이동 주소로 3 을 입력합니다. OK(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2. 이제 AWG4K 도구 모음에서 Run/Stop(실행/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23. 소프트웨어가 AWG4K 장비에 파형을 로드하고 파형 생성을 시작합니다. 시퀀스는 
AO1 SMA 출력에서 생성됩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이 출력에 연결하여 신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24. Run/Stop(실행/정지) 버튼을 다시 눌러 파형 생성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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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 구성 요소 사용량 + 게이트 실행 모드 가져오기 

먼저 임의 파형 발생기 모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파형을 가져옵니다.  
작업 공간이 이미 열려 있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1. New Mixed Waveform(새 혼합 파형) 버튼을 클릭합니다.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파형의 이름을 "Wave1"로 입력하고 
파형의 샘플 길이를 2048 로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림 129. New Waveform(새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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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Wave1(파형 1) 파형을 선택하고 Edit 

Waveform(파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30.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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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ype(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From File...(파일...)을 선택하고 Load...(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Import waveform(파형 가져오기) 팝업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림 131.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이 이미지의 레이블 A-E 에 해당하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Browse(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가져오려는 .txt 파일을 찾습니다. 

B.      File parsed(구문 분석된 파일) 섹션에 가져온 파형의 첫 100 개 샘플이 표시됩니다. 

C.      원하는 경우 Input file settings(입력 파일 설정) 섹션에서 가져온 파일의 Sample rate(샘플 
속도), Header lines to remove(제거할 헤더 줄) 및 Decimal separator(10 진수 구분 기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D.      Sample setting(샘플 설정) 필드를 사용하여 파라미터와 규칙을 조정합니다. 

E.       가져온 파형의 샘플 속도가 AFG4K 대상 샘플링 속도(2.5GS/s)보다 빠르면 파형 포인트가 
다시 샘플링되어 Sampling information(샘플링 정보) 필드에 해당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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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Program Files\Tektronix\AWG4000 Advanced\SCPI\AWG4KImportWaveforms\Sine0.txt 
파일을 찾습니다.  

 

그림 132. 파형 찾아보기 
 

5.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윈도우가 표시되고 가져온 파형이 표시됩니다. 

  
그림 133.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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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에서는 DC 구성 요소에 상수를 곱하여 현재 파형 전압을 변경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6. 파형 1 의 구성 요소 1 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표시하고 Add 
Component(구성 요소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림 134. 파형 편집 
구성 요소 2 가 파형 1-Ch AO1 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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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 요소 1 의 Type(유형)으로 Sine(사인)을 선택하고 Operation(연산) 필드에서 
Multiply(곱하기)를 선택합니다. 
구성 요소 2 의 Type(유형)으로 DC Level(DC 레벨)을 선택하고 곱셈 계수로 
Offset[V](오프셋[V]) 필드에서 1.2 를 선택합니다. 

 

그림 135. 파형 편집 
파형 1-Ch AO1 이 구성요소 1*구성요소 2 로 생성되며 파형 1-Ch AO1 의 파형 진폭이 1.2 배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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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파형 편집 

8.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www.tektronix.com   

157 
 

9. Settings(설정) 팝업 화면의 Run Mode(실행 모드) 탭에서 Gated(게이트)를 선택합니다.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그림 137. Settings(설정) 화면 

11. Waveform(파형) 영역에서 Wave1(파형 1)을 시퀀스 영역의 첫 번째 셀로 끕니다. 그러면 
선택한 셀이 강조 표시됩니다. 

 
그림 138. 파형 시퀀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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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구 모음에서 Run/Stop(실행/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소프트웨어가 장비에 파형을 
로드합니다.  

13.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파형 생성이 시작됩니다. Wave1(파형 1)이 AO1 및 
AO2 SMA 출력에서 생성됩니다.  

14.  버튼을 놓으면 파형 생성이 정지됩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이 출력에 
연결하여 신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15. Run/Stop(실행/정지) 버튼을 다시 눌러 장비를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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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형 만들기 

 
필요에 따라 AWG4K 가 강력한 디지털 패턴 발생기로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G4K 를 이 모드에서 실행하면 시스템 디버깅 및 특성화를 위해 표준 직렬/병렬 버스 변이 
또는 사용자 지정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에뮬레이트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전원을 켠 후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메뉴 모음을 사용하여 새 작업 공간을 만듭니다.  

그림 139. New Workspace(새 작업 공간) 
 

참고:  

아래의 단계는 패턴 발생기 작업을 활성화한 상태로 수행합니다. 
 

1. 작업 공간 이름을 입력합니다. 
2. Sequencer Mode(시퀀서 모드)로 Single(단일)을 선택합니다. 
3. Channel Functionality(채널 기능)로 Arbitrary(임의)를 선택합니다. 
4. Digital Channel Speed(디지털 채널 속도)로 32Ch@625 MS/s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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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개의 Infiniband 12x 커넥터가 디지털 출력을 각각 16 비트 LVDS 씩, 총 32 비트 LVDS 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이러한 디지털 출력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ARB 모드에서는 32 개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 작동할 수도 있고(최대 업데이트 속도 
625MSps), 채널 중 절반인 16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1.25Gsps). 
 

5. OK(확인)를 클릭합니다.  
6. 주 도구 모음에서 Settings(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Group Digital 

Signals(디지털 신호 그룹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40. Settings(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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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igital Logical Name and Grouping(디지털 로직 이름 및 그룹화)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그림 141. Digital Logical Name and Grouping(디지털 로직 이름 및 그룹화) 윈도우 
이제 왼쪽 채널 목록에서 DO0~DO7 을 선택한 다음 Group Selected(선택 항목 
그룹화)를 클릭하여 버스를 만듭니다. 버스 루트 이름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길게 눌러 
버스 이름을 ADDR 로 변경합니다. DO8~DO23 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하여 그룹 이름을 
DATA 로 변경합니다. DO24 의 이름은 RD 로, DO25 의 이름은 WR 로, DO26 의 이름은 
CLK 로 변경합니다.  
 

New Mixed Waveform(새 혼합 파형) 버튼 을 클릭합니다.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파형의 이름을 "Wave1"로 입력하고 
파형의 샘플 길이를 10k 로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림 142. New Waveform(새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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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그림 143.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 

8. CLK 행을 선택하고 Clock(클럭)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팝업의 설정을 수정합니다. 

 
그림 144.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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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 디지털 채널 그래프의 한 부분을 선택하고 다음 선택 항목 중에서 원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WR 신호와 RD 신호를 비슷하게 정의합니다.

그림 145.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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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제 ADDR 행을 선택하고 Counter(카운터)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팝업에서 설정을 
수정해 ADDR 버스를 정의합니다. 

 

그림 146. ADDR 버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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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제 데이터 버스 그래프의 한 부분을 선택하고 Value(값) 버튼을 클릭하여 DATA 버스

신호를 정의합니다.

그림 147. DATA 버스 정의 
13. OK(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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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ettings(설정) 팝업 화면의 Run Mode(실행 모드) 탭에서 Continuous(연속)를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그림 148.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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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Waveform(파형) 영역에서 Wave1(파형 1)을 시퀀스 영역의 첫 번째 셀로 끕니다. 그러면

선택한 셀이 강조 표시됩니다.

그림 149. Wave1(파형 1) 끌기 

AWG4K 도구 모음에서 Run/Stop(실행/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소프트웨어가 AWG4K 장비에 파형을 로드하고 파형 생성을 시작합니다.  
Wave1(파형 1)은 포드 A 및 포드 B 프로브에서 생성됩니다. 로직 애널라이저를 연결하여 
생성된 신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Wave1(파형 1) 아날로그 신호는 AO1 및 AO2 SMA 출력에서 생성됩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이 출력에 연결하여 신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16. Run/Stop(실행/정지) 버튼을 다시 눌러 파형 생성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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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작업 예제 
이러한 방법 시나리오 세부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이 참조 가능한 일반 작업이 있습니다.  

1. 새 작업 공간 만들기  

2. 기존 작업 공간 열기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각 시나리오에 맞는 새 작업 공간을 만들 때는 보다 구체적인 몇 가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제공됩니다. 

새 작업 공간 만들기 

1. File(파일) -> New Workspace(새 작업 공간)를 클릭합니다. 
2. 작업 공간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위치를 선택합니다. Normal Area(일반 영역)와 Security Area(보안 영역)의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Security Area(보안 영역)를 선택하는 경우 Basic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 기능을 실행하면 보안 영역의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집니다. 

4. Sequencer Mode(시퀀서 모드)로 Single(단일)을 선택합니다. 
5. Digital Channel Speed(디지털 채널 속도)로 16Ch@1.25 GS/s를 선택합니다.  

 

참고:  

2 개의 Infiniband 12x 커넥터가 디지털 출력을 각각 16 비트 LVDS 씩, 총 32 비트 LVDS 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이러한 디지털 출력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은 디지털 옵션을 설치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32 개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 작동할 수도 있고(최대 업데이트 속도 625MSps), 채널 중 
절반인 16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1.25Gsps).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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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새 파형 설정 
 

7. New Mixed Waveform(새 혼합 파형) 버튼을 클릭합니다. 

 
8. New Waveform(새 파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파형의 이름을 "Wave1"로 입력하고 

파형의 샘플 길이로 2048을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림 151. New Waveform(새 파형) 

9.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Wave1-0 파형을 선택하고 

Edit(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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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10.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가 표시됩니다. Sine(사인) 파형을 
선택하고 다음 사양을 지정합니다. 
 Cycles(사이클): 2 
 Amplitude[V](진폭[V]): 250mV 

11. OK(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2. Wave1-1 파형을 선택하고 Edit(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가 표시됩니다. Triangle(삼각) 파형을 
선택하고 다음 사양을 지정합니다. 
 Cycles(사이클): 4 
 Amplitude[V](진폭[V]): 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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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3. Waveform Standard Editor(파형 표준 편집기) 

14.  OK(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5. Editing Waveform(파형 편집) 윈도우에서 OK(확인) 버튼을 누르면 Wave1(파형 1)이 
Waveform(파형) 탭에 표시됩니다. 

16.   Settings(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Settings(설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그림 154. Settings(설정) 윈도우  
 

17. Sequence(시퀀스)를 Run Mode(실행 모드)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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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nalog Ch AO1(아날로그 채널 AO1) 탭을 선택하고 Output Type(출력 유형)으로 DC 
Direct(DC 직류)를 선택합니다. 

 
그림 155. Settings(설정) 윈도우 

19. Analog Ch AO2(아날로그 채널 AO2) 탭을 선택하고 Output Type(출력 유형)으로 DC 
Amplified(DC 증폭)를 선택합니다.

 
 그림 156. Settings(설정) 윈도우 

20. OK(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1. Waveform(파형) 영역에서 Wave1(파형1)을 시퀀스 영역의 첫 번째 셀로 끌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셀이 강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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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가 표시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Wave1(파형1)을 무한 반복 설정합니다. 항목 흐름도를 통해 장비의 
올바른 동작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157. Input Waveform Properties(입력 파형 등록 정보) 

23. OK(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시퀀스 영역에서 첫 번째 셀에 삽입된 Wave1(파형 1)이 표시됩니다. 파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아래 파형 표시 영역에 해당 파형이 표시됩니다. 

24. Run/Stop(실행/정지) 도구 모음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장비를 시작하면, 무한 반복이 설정된 Sequence(시퀀스) 실행 모드에서는 
Run/Stop(실행/정지) 버튼을 다시 클릭할 때까지 Wave1(파형 1)을 반복합니다. 
 

소프트웨어가 AWG4162 장비에 파형을 로드하고 파형을 생성합니다. 
25. Wave1(파형 1)은 CH1/CH2 SMA 출력으로 내보내 집니다. 이 출력을 신호 분석용으로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50Ω(싱글 엔드) 또는 100Ω(차동)입니다.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도록 출력에 맞춰 오실로스코프 종단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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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작업 공간 열기 
 

1. Open Workspace(작업 공간 열기) 도구 모음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작업 공간을 엽니다. 

Open Workspace(작업 공간 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2. Open Workspace(작업 공간 열기) 화면이 자동으로 Awg4KWorkspace 폴더를 

탐색합니다. 작업 공간을 선택하고 Open(열기)를 클릭합니다. 

 

데모 프로젝트 
1. AWG4162 를 설치하면 C:\Program Files(86)\ Tektronix\AWG4000 Advanced\DemoWorkspace 

폴더에 모든 장비 기능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데모 작업 공간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2. 데모 작업 공간은 모든 옵션을 갖춘 장비(64MS/CH 및 32 개 DIO)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부 옵션만 제공되는 장비를 연결한 상태로 작업 공간을 열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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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치 
설치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각각 메모리 크기 및 디지털 비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MEM64 
MEM32 
MEM16 
MEM01 

DO32 
DO16 
 
License Manager(라이선스 관리자)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텍트로닉스에서 구매한 장비용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합니다. 최신 업그레이드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tektronix.com 을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의 텍트로닉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 Help(도움말) > License(라이선스) 버튼을 눌러 License Manager(라이선스 관리자)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이 대화 상자에는 현재 장비에 로드된 라이선스 코드가 표시됩니다. 

 
그림 158. 라이선스 코드 

3. Add New License(새 라이선스 추가)를 눌러 Add New License Code(새 라이선스 코드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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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새 라이선스 추가 

4. 텍트로닉스에서 제공한 옵션 설치 키를 입력하거나, Load License File(라이선스 파일 
로드) 버튼을 사용하여 파일에서 옵션 설치 키를 로드합니다. 

 

그림 160. 라이선스 로드 

5. OK(확인) 버튼을 눌러 새 라이선스 코드를 장비에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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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장비 시스템 
 

AWG4162 두 대를 연결하면 동기화된 아날로그 채널 4 개와 디지털 채널을 64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중 장비 시스템을 설정하려면 먼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장비의 전원을 끕니다. 
• 마스터로 사용할 장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치는 종속 장비로 간주됩니다. 

• 동기 케이블을 사용하여 마스터 동기 출력 커넥터를 장비 후면에 있는 종속 동기 입력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그림 161. 장비 후면 

 
그림 162. 장치 연결 

• 장비 전원을 켭니다. 
• AWG4162 Advanced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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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다중 장비 시스템은 단일 시퀀서 작업 공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동기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에 먼저 장비 전원을 꺼야 합니다. 

3. 다중 장비 시스템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여 연결된 모든 장비(마스터+종속)에서는 파형 
길이와 시퀀서가 동일해야 합니다. 

4. 외부 샘플링 클럭 및 외부 기준 클럭은 마스터 장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다중 장비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두 장치에서 생성을 시작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1. 마스터 장치와 종속 장치에서 Advanced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단일 시퀀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2. 마스터 장치와 종속 장치 간의 통신이 시작되고 마스터 장치에서 Capture(캡처) 버튼 

이 활성화됩니다. 

그림 163. 마스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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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스터 장치와 종속 장치에서 혼합 파형 하나(구형파, 0.6Vpp, 2048 포인트)를 만듭니다. 
4. 시퀀서에 “Wave1” 파형을 추가합니다. 

그림 164. 종속 장치 
5. 동기 케이블을 연결했더라도 시작 시에는 두 장치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두 개의 

개별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중 장비의 아래쪽 상태 표시줄에서 마스터 

장치에는 "왕관" 아이콘 이 표시되고 종속 장치에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종속 장치는 아직 캡처되지 않았으므로 상태 표시줄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다중 장비의 아래쪽 상태 표시줄에는 다중 장비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마스터 장치를 나타냅니다. 

 
종속 장치를 나타냅니다. 

 
현재 장비에 역방향으로 연결된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현재 장비에 정방향으로 연결된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www.Tektronix.com 
   
 

180 
 

 현재 장비에 역방향으로 연결된 다른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장비에 정방향으로 연결된 다른 장치가 없습니다. 

 
마스터 장치가 종속 장치를 캡처했습니다. 

 
마스터 장치가 종속 장치를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정지했습니다. 

 
장비가 실행 중이며 파형 생성이 시작되었습니다. 

6. 마스터 장치에서 Capture(캡처) 버튼을 눌러 두 장비를 연결합니다.  

  
그림 165. 종속 장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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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 166. 종속 장치 캡처됨  

종속 다중 장비 상태 표시줄을 보면 현재 종속 장치를 사용 중임을 나타내는  아이콘, 
역방향으로 연결된 장치(마스터)가 있음을 나타내는 파란색 화살표, 그리고 마스터 장치가 

종속 장치를 캡처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속 장비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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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장비는 연결된 상태로 작동하며 4 개의 채널이 동기화됩니다. 실행/정지는 마스터가 
제어하므로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속 장치의 Run/Stop(실행/정지) 버튼은 
사라집니다. 또한 샘플링 속도와 이벤트를 모두 마스터에서 제어하므로 종속 장치에서는 
Timing(타이밍) 설정 및 Events(이벤트)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 167. 제어되는 종속 장치 

8. 마스터 장치에서 RUN(실행) 버튼을 누르면 "Load configuration...(구성 로드...)"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 양식에는 종속 장비(장치 1)이 설정, 시퀀서, 파형과 관련된 구성을 
로드하고 있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종속 장비가 준비되는 대로 Start(시작)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종속 장치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 "구성 로드" 절차가 실패할 수는 있지만 장비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지는 않습니다. 
 

 
그림 168. 구성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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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art(시작) 버튼을 눌러 마스터 및 종속 장치에서 파형 생성을 시작합니다. 
 
장비가 독립적인 두 장치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마스터 장치에서 Release(해제) 

버튼 을 눌러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Run/Stop(실행/정지) 버튼, Events(이벤트), 
Timing(타이밍) 설정이 종속 장치에 다시 표시됩니다. 

 

부록  

A. 디지털 출력 
AWG4000 은 옵션 DO16 또는 DO32 를 사용하여 포드 A 에서 16 비트, 포드 A 와 포드 B 에서 
32 비트의 디지털 패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LVDS 에서 모든 비트는 차동 쌍입니다. Advanced 
모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지털 출력을 고속 또는 저속 모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속 모드의 경우 각 포드에서 LSB 8 개(D0~D7)만 사용 가능합니다. 비트 속도는 샘플링 속도의 
1/2 입니다. 예를 들어 샘플링 속도가 2.5GS/s 이면 비트 속도는 1.25Gb/s 입니다. 

저속 모드에서는 각 포트의 16 개 비트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 속도는 샘플링 속도의 
1/4 입니다. 예를 들어 샘플링 속도가 2.5GS/s 이면 비트 속도는 625Mb/s 입니다. 

이러한 고속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때에는 최적의 신호 무결성을 위해 사용자 지정 디지털 
케이블(AWG4DIG16LVDS)과 DUT 에 마운트된 그에 맞는 커넥터(AWG4DIGSCKT)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Amphenol 에서 제공하는 기성 부품(부품 번호 U65-B12-41E0C)인 AWG4DIGSCKT 를 
텍트로닉스, Amphenol 또는 해당 공급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와 표에는 DUT 에 마운트된 AWG4DIGSCKT 의 PCB 레이아웃 및 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PCB 및 기계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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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PCB 레이아웃 

핀 설명 
S1 NC 
S2 NC 
S3 NC 
S4 NC 
S5 NC 
S6 GND 
S7 NC 
S8 GND 
S9 D15_P 
S10 D15_N 
S11 D14_P 
S12 D14_N 
S13 D13_P 
S14 D13_N 
S15 D12_P 
S16 D12_N 
S17 D11_P 
S18 D11_N 
S19 D10_P 
S20 D10_N 
S21 D9_P 
S22 D9_N 
S23 D8_P 
S24 D8_N 
S25 D7_P 
S26 D7_N 
S27 D6_P 
S28 D6_N 
S29 D5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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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0 D5_N 
S31 D4_P 
S32 D4_N 
S33 D3_P 
S34 D3_N 
S35 D2_P 
S36 D2_N 
S37 D1_P 
S38 D1_N 
S39 D0_P 
S40 D0_N 
S41 NC 
S42 GND 
S43 NC 
S44 GND 
S45 NC 
S46 NC 
S47 NC 
S48 NC 
G1~G25 GND 
M1~M4 GND 

 

참고: 모든 NC 핀은 왼쪽 플로팅 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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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터치 패널 교정 
1. 바탕 화면에서 "Microchip AR Configuration Utility(마이크로칩 AR 구성 유틸리티)"를 두 

번 클릭합니다.  
2. "Configuration Wizard(구성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그림 170. Microchip AR Configuration Utility(마이크로칩 AR 구성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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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xt(다음)를 클릭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AR1100 Dev Kit(AR1100
개발 키트)"를 선택합니다.

그림 171. "AR1100 Dev Kit(AR1100 개발 키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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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면 표시되는 아래 그림과 같은 대화 상자에서 "USB"와 "Digitizer(디지타이저)"를
선택한 후 기다립니다.

그림 172. "USB" 및 "Digitizer(디지타이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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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xt(다음)를 클릭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Next(다음)",
“Finished(마침)”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그림 173. 구성 완료 

6. 이 애플리케이션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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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탕 화면에서 다시 "Microchip AR Configuration Utility(마이크로칩 AR 구성 
유틸리티)"를 두 번 클릭하고 "Manual Setup(수동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림 174. 수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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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터치 패널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5.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터치 패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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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더하기 기호를 모두 터치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애플리케이션을

닫아 교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6. 교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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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텍트로닉스 AWG4162 임의 파형 발생기는 완전한 기능의 AFG(기본) 및 AWG(고급) 모드를 갖춘 
집중식 파형 발생기입니다. 기본 모드는 기본 임의 및 함수 파형 생성을 지원합니다. 고급 모드는 
조정 가능한 샘플링 속도를 포함하며, DDS 모드 생성과 임의 모드 생성을 모두 지원하고 이러한 
각 모드는 시퀀스 모드, 연속 모드, 게이트된 모드 및 트리거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Basic 애플리케이션 모드 작동을 설명합니다. 

 

 

매뉴얼 
 

다음 표에는 AWG4162에 제공되는 관련 설명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텍트로닉스 웹 
사이트(www.tek.com/manuals)에서 제공됩니다. 

 

항목 용도 위치 
컴플라이언스 및 안전 
지침 

컴플라이언스, 안전 및 기본 설치 
정보 

인쇄되어 장비와 함께 
제공됨 

Advanced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Advanced 애플리케이션 작동 정보 장비와 함께 
제공됨/PDF로 제공됨  

Basic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Basic 애플리케이션 작동 정보 장비와 함께 
제공됨/PDF로 제공됨  

프로그래머 설명서 장비 원격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구문 및 명령 정보 

PDF로 제공됨 

서비스 설명서 장비 서비스 절차 및 교체 가능 부품 
목록 

PDF로 제공됨 

사양 및 성능 확인 기술 
참조 

장비 사양 및 성능 확인 절차  
PDF로 제공됨 

기밀 해제 및 보안 지침 
장비를 완전 삭제, 보호 및 기밀 
해제하는 방법 설명 PDF로 제공됨 

http://www.tek.com/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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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일반 기능 
 

• 두 가지 작동 모드 
o Basic(기본)(DDS) 모드 

 아날로그 채널 2개 
 600MHz 사인파 
 2.5GS/s, 14비트, 16kpts 임의 파형 
 50Ω 로드에서 최대 진폭 5Vp-p 

o Advanced(고급)(임의) 모드 
 아날로그 채널 2개 
 16/32비트 디지털 채널(옵션) 
 채널당 1/16/32/64Mpts의 임의 파형 메모리(옵션) 
 최대 대역폭 750MHz 
 SFDR -60dBc 미만 

 

• 14비트 수직 해상도에서 가변 샘플링 속도 범위가 100S/s~2.5GS/s이므로 모든 측면에서 신호 
무결성 유지  

 

• 사용자가 모든 업그레이드 및 구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며 SW 키를 통해 모든 옵션 활성화 
o 장파의 경우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임의 파형 메모리(옵션): 아날로그 채널당 최대 64Mpts, 
디지털 채널당 최대 32Mbit 

o 16~32채널 디지털 출력(옵션). SW 옵션 구매 시 디지털 프로브 액세서리 함께 배송 
 

• 혼합 신호 회로 디자인에 적합한 이중 아날로그 채널 및 최대 32비트의 디지털 채널 
 

• 동기 입력 및 동기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지 체인으로 여러 장치의 동기화가 가능하므로 
출력 채널 수 확장 

 

• 최대 1.25Gb/s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디지털 출력을 통해 병렬로 고속 디지털 패턴 생성 
 

• 트리거 및 동기화 시 아날로그 채널당 마커 출력 1개 
 

• 소프트웨어로 구성 가능한 출력 경로 3개를 모든 테스트 사례에 적용 가능 
o 직접 DAC 모드: 750MHz 대역폭(차동 출력) 
o AC 커플링 모드: 750MHz 대역폭(RF 애플리케이션용 싱글 엔드 출력) 
o 증폭 모드: 5Vp-p 진폭, 400MHz 대역폭(차동 출력) 

 

• 최대 16,384개의 사용자 정의 파형이 포함되는 완전한 기능의 시퀀스를 통해 루프, 이동 및 
조건부 브랜칭 형식으로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한 신호 생성 가능 

 

• 각기 다른 샘플링 클럭 및 시퀀스에서 채널 1과 채널 2(해당 디지털 출력 채널과 함께)가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 

 

• RF 애플리케이션에서 파형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RFXpress®와 직접 통신 
 

• 10.1인치 터치스크린, 전면 패널 버튼, 키보드 및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Windows 기반 플랫폼 
 

• 벤치탑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휴대성이 뛰어난 소형 폼팩터와 이동식 하드 디스크를 통해 
기밀 데이터의 보안 보장 

 

• 원격 제어용 USB 3.0 및 LAN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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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요구 사항 
 

전원 공급기 
 

소스 전압 및 주파수 
 

50 - 60Hz에서 100 ~ 240VRMS 

400Hz에서 115VRMS 
특성 조건 최소 공칭 최대 단위 
전압 진폭 45 - 66Hz 85 100-240 264 VRMS 

360 - 440Hz 100 115 132 VRMS 
전압 파형 모두 사인 

 

소비 전력 최대: 150W 
측정됨: 125W 

서지 전류 
 

제품을 끄고 30초 이상 지난 후 라인 사이클 5개 이하의 
30A 피크(25°C) 

 

 

기계적 특성 
 

순 무게 6.5kg 
순 무게(포장 포함) 11.5kg 
전체 치수 높이: 233 mm 

폭: 439 mm 
깊이: 199 mm 

치수(포장 포함) 높이: 498 mm 
폭: 457 mm 
깊이: 574 mm 

공간 적절한 냉각을 위한 공간 요구 사항은 왼쪽(장비의 
전면에서 볼 때)과 장비 후면에서 50.8mm(2.0inch)입니다. 

 

 

환경 특성 
 

온도 
     

작동 온도: +5°C~+50°C(+41°F~122°F) 
비작동 온도: -20°C~+60°C(-4°F~140°F) 

습도 
  

작동 습도: +50°C 이하에서 최대 습구 온도가 29°C인 경우 
8%~90% 상대 습도, 비응축 
비작동 습도: +60°C 이하에서 최대 습구 온도가 40°C인 
경우 5%~98% 상대 습도, 비응축 

고도 
     

작동: 3,000m(9,843피트) 
비작동: 12,000m(39,370피트) 



기본 액세서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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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액세서리  
 

항목 설명 TPN 
설명서 컴플라이언스 및 안전 지침 071345100 
제품 CD  PDF 파일로 된 사양 및 PV 기술 참조, 

사용 설명서, 프로그래머 설명서, 서비스 
설명서가 포함된 문서 CD(브라우저 포함)  

063457000 

ArbExpress 애플리케이션 S/W 및 지침 063376310 
 

전원 케이블 -  
USB 케이블 - 174440100 
스타일러스 터치 패널용 119610700 
전면 보호 덮개 - 200513000 
액세서리 주머니 - 016202900 

50Ω SMA 터미네이터 수, DC-18GHz(채널당 1개) 136716200 
교정 인증 - 001138701 
3년간 보증 -  

 

 

권장 액세서리 
 

항목 설명 TPN 

핀 헤더 SMA 케이블 45 inch 174619300 
RMD5000 - 랙 마운트 키트  

- 지침 시트(영문) 
RMD5000 

설명서 서비스(영어) 
사양 및 PV 기술 참조 
프로그래머 설명서 

077-1199-00 
077-1197-00 
077-1198-00 

AWG4HDDE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AWG4HDDE 

SMA 터미네이터 50Ω 136716200 
AWG4SYNC  동기화 케이블(여러 장비 동기화에 

사용됨) 
AWG4SYNC 

RFX100 RFXpress 소프트웨어 RFX100 
AWG4DIG16LVDS  16비트 디지털 출력 케이블(LVDS에 

사용됨)  
AWG4DIG16LVDS  

AWG4DIGSCKT  디지털 출력 커넥터 - DUT의 AWG4k 
디지털 채널 커넥터(Amphenol,  
U65-B12-40E0C) 

AWG4DIGSCKT 

TEK-USB-488 GPIB에서 USB로 연결하는 어댑터 TEK-USB-488 
HCTEK54 하드 운송 케이스 HCTEK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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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켜기 및 끄기 
 

전원 켜기 
 

• 후면 패널의 전원 꽂는 곳에 AC 전원 코드를 꽂습니다. 

• 전면 패널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장비의 전원을 켭니다. 

• 시스템에 Windows 바탕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의  또는  버튼을 눌러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탕 화면의  또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은 한 번에 하나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닫으십시오. 

 
 

전원 끄기 
 

•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닫습니다. 

• 전면 패널 전원 버튼 을 눌러 장비를 끕니다. Windows 메뉴를 사용하여 장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장비 사용 
 

입력 및 출력 커넥터 확인  
 

케이블을 연결할 때에는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입력 커넥터와 출력 커넥터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애플리케이션 및 버전 릴리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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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전면 패널에는 입력 및 출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입력 커넥터와 출력 
커넥터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의.  출력 핀을 단락시키거나 외부 전압을 출력 커넥터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10V가 넘는 과도한 입력을 트리거 입력 커넥터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신 애플리케이션 및 버전 릴리스 
 

장비와 함께 주문한 최신 버전의 옵션 애플리케이션이 장비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다운로드 위치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을 빠르고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Tektronix 웹 사이트의 홈 페이지(www.tek.com)로 
이동한 다음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섹션을 찾으십시오. 검색 텍스트 상자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입력하고 다운로드 유형 선택 풀다운 메뉴에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검색 기준을 정의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애플리케이션 제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버전의 AWG4162 소프트웨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려면 AWG4162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설치 
 

장비에 다른 버전의 Basic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먼저 해당 버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 세부 사항은 "Basic 애플리케이션 제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텍트로닉스 웹 사이트에서 Basic 애플리케이션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다음 장비의 로컬 
디스크에 압축을 풉니다.  

 

http://www.tek.com/


Basic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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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tup.exe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Welcome(시작) 페이지가 표시되면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 License Agreement(라이선스 계약) 페이지에서 Accept(동의)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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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stall(설치)을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5. 설치가 시작되고 장비에 설치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제거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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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stallation Complete(설치 완료)”가 표시되면 Finish(마침)를 눌러 장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제거 
 

Basic 애플리케이션 설치 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해 Basic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Basic 애플리케이션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다음 장비의 로컬 디스크에 압축을 풉니다.  
 

2. setup.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Welcome(시작) 대화 상자에 설치된 Basic 버전을 제거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선택하여 제거를 시작합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제거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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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거가 시작되고 장비에 진행률이 표시된 다음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설치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Windows 제어판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해 Basic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제거 페이지(경로: Start(시작)  Control Panel(제어판)  Uninstall a program(프로그램 제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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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시작하기  

 

 
 

2.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페이지에서 "AWG4000 Basic"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제거합니다.  
 

3.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원격 제어  
 

여러 기능 중 인쇄, 파일 공유, 인터넷 액세스 등의 기능을 위해 장비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한 다음 표준 Window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십시오. LAN 구성의 경우 Control Panel(제어판)의 LAN 
Confiuration(LAN 구성) 대화 상자를 사용합니다. 

 
VXI-11(LAN) 또는 USBTM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통해 SCPI 명령을 사용하여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에 대한 
전체 설명은 AWG4162 프로그래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AWG4162 
장비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1. 장비에 LAN 케이블 또는 USB를 연결합니다. 
 

2. 클라이언트 PC(IP 주소) 또는 AWG4162(LocalHost)에서 Tek OpenChoice Instrument Manager 
(Tek OpenChoice 장비 관리자) 윈도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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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시작하기  

 

 
 

3. Search Criteria(검색 기준)... 버튼 을 누르고 LAN 및 USB를 활성화합니다. 
클라이언트 PC인 경우 IP 주소를, AWG4162인 경우 LocalHost를 Hostname(호스트 이름)에 
입력한 다음 필요에 따라 검색하려는 경우 Search(검색)를 누릅니다. LAN에 연결된 사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검색하려는 경우 Auto Discovery(자동 검색)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Done(완료)을 누릅니다.  

 

 
 

4. Instruments(장비) 목록에서 AWG4162가 올바르게 감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Start Application or Utility(애플리케이션 또는 유틸리티 시작) 버튼 을 눌러 
OpenChoice Talker Listener를 열고 *IDN? 명령을 전송합니다. 

 



원격 제어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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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비가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TEKTRONIX,AWG4162Basic,C0000012,SCPI:99.0,FV:1.0. 여기서 C0000012는 일련 번호이고 
FV:1.0은 애플리케이션 버전입니다. 

 

7. 기존 스크립트를 로드하여 TekVISA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ekVISA 
Talk/Listener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과열 보호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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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보호  
 

AWG4162에서는 장비 내부 온도를 모니터링합니다. 내부 온도가 임계값 레벨에 도달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장비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주변 온도 요구 사항 충족 여부 
 

• 필요한 냉각 공간 충족 여부 
 

• 장비 팬의 정상 작동 여부 
 



전면 패널 장비에 익숙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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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 익숙해지기 
 
 

전면 패널 
 

 
 
 

후면 패널  
 

 
 



Basic 애플리케이션 개요 기본 모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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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애플리케이션 개요 
 
 

기본 모드 소개 
 

AWG4162를 기본 모드로 실행하면 함수, 펄스 및 임의 파형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표준 파형(사인, 구형, 램프, 펄스, Sin(x)/x, 노이즈, DC, 가우스, 로렌츠, 지수형 증가, 지수 소멸, 
하버사인) 중에서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설정을 생성 및 저장하고, 임의 파형을 직접 
정의하며, 변조된 파형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변조 유형과 출력 파형 모양의 
조합이 나와 있습니다. 

 
 

 
 
 
 
 
 
 

실행 모드 

사인,구형, 램프, 
임의, Sin(x)/x, 
가우스, 로렌츠, 
지수형 증가,  
지수 소멸 
하버사인 펄스 노이즈, DC 

연속 X X X 

변조 
AM X 
FM X 
PM X 
FSK  X  
PSK X  
PWM X 

스윕 X 

버스트 X X 
 
 
 

참고.  장비가 임의 파형을 출력할 때 장비 설정 Vp-p는 정규화된 파형 데이터의 Vp-p 값을 
나타냅니다. 장비가 Sin(x)/x, 가우스, 로렌츠, 지수형 증가, 지수 소멸 또는 하버사인을 출력할 때 
Vp-p는 0에서 피크 값에 이르는 값의 두 배로 정의됩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개요 장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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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제어 
 

이 장비에는 유연한 파형 편집 기능이 포함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Microsoft Windows 
플랫폼의 디스플레이 화면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사용하여 장비 작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 컨트롤 

메뉴 모음 명령 

터치스크린 키보드 

및 마우스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는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메뉴 항목과 화면상 컨트롤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의 표준 기능입니다. 전면 패널의 Touch Screen Off(터치스크린 끄기) 버튼은 이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분석 및 연결 지원 
 

이 텍트로닉스 Windows 기반 임의 파형 발생기는 업계 표준 소프트웨어 도구,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통합 Windows 데스크톱을 통해, 널리 사용되는 상용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을 이 장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에는 데이터 분석 도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구가 지원됩니다. 

 
TekVISA 

 

TekVISA는 업계 표준 준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라이브러리로서, VXIplug&play Systems 
Alliance에서 확립한 표준 VISA 모델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장비 사이의 통신을 처리하기 위해 상호 운용 가능한 장비 드라이버를 
작성하려면 소프트웨어에서 TekVISA를 사용합니다. 

 
VXI-11.2 LAN 서버 
 

VXI-11.2 LAN 서버는 이더넷 LAN을 통해 장비와 원격 PC 간에 소프트웨어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각 원격 PC에서 TekVISA에 내장된 클라이언트 쪽 구성 요소이며, 
해당 클라이언트 쪽 구성 요소를 이용하려면 TekVISA를 또 설치해야 합니다. 

 
 

기본 모드 시작 방법 
 

기본 모드를 시작하려면 먼저 장비를 켠 다음 전면 패널에서 Basic 버튼 을 눌러 Basic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바탕 화면에서 Basic 아이콘 을 클릭하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개요 장비 자체 교정 및 자가 진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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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자체 교정 및 자가 진단 수행 
 

전원 공급 시 장비는 제한된 일련의 하드웨어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System(시스템) -> Tools(도구) 
메뉴에서 자체 교정 및 자가 진단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교정 
 

이 교정에서는 주로 내부 교정 루틴을 사용하여 DC 정확도를 검사합니다. 
 

주의.  자체 교정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장비를 끄지 마십시오. 자체 교정 중에 전원을 끄면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장비 전원을 켜고 30분 동안 예열합니다. 장비가 유효 온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교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System(시스템) 탭을 클릭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Tools(도구) 탭을 클릭합니다. 
 

3. Warm up Timer(예열 타이머)를 클릭하면 예열 타이머가 표시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0분 
동안 기다립니다. Stop(정지)을 눌러 예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예열 타이머 대화 상자에 30분이 표시되면 OK(확인)를 누릅니다. 시스템 작업량이 많지 않을 
때까지 약 1분 동안 기다립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개요 자체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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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lf Calibration(자체 교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30분 동안 예열한 경우 OK(확인)를 선택하여 교정을 실행하고, 작업을 취소하려면 
Cancel(취소)을 선택합니다. 자체 교정에는 20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중에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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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애플리케이션 개요 자가 진단 

 

 

 
 

7. 자체 교정이 완료되면 디스플레이의 Information(정보) 섹션에서 Last Calibration(마지막 교정) 
아래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로그 파일 위치도 표시됩니다. 

 

 
 
 

자가 진단 
 

이 테스트에서는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이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장비 전원을 켜고 30분 동안 예열합니다. 장비가 유효 온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교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System(시스템) 탭을 클릭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Tools(도구) 탭을 클릭합니다. 
 

3. Warm up Timer(예열 타이머)를 클릭하면 예열 타이머가 표시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0분 동안 기다립니다. Stop(정지)을 눌러 예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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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열 타이머 대화 상자에 30분이 표시되면 OK(확인)를 누릅니다. 시스템 작업량이 많지 않을 
때까지 약 1분 동안 기다립니다. 

 

 
 

5. Self Diagnostic(자가 진단)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30분 동안 예열한 경우 OK(확인)를 선택하여 진단을 수행하고, 작업을 취소하려면 
Cancel(취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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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애플리케이션 개요 손상으로부터 DUT 보호  

 

 
 

7. 진단이 오류 없이 완료되면 디스플레이의 Information(정보) 섹션에서 Last 
Diagnostic(마지막 진단) 아래에 Passed(통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로그 파일 위치도 
표시됩니다. 

 

 
 
 

빠른 팁 
 

예열될 때까지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자체 교정 또는 자가 진단을 실행합니다. 
 

자체 교정 또는 자가 진단을 수행할 때에는 장비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자체 교정은 정기 검사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가 보장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경우 사양 및 성능 확인 기술 참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성능 확인 절차의 단계를 모두 수행합니다. 

 

자체 교정에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자가 진단에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작업은 
정지할 수 없습니다. 

 

자체 교정 또는 자가 진단 작업 중에는 장비를 끄지 마십시오. 
 
 

손상으로부터 DUT 보호 
 

장비의 채널 출력(Channel Output)을 DUT(피시험 장치)에 연결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DUT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지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높은 
레벨과 낮은 레벨의 한계 값을 설정합니다. 

 

1. System(시스템) 탭을 클릭한 다음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Setting(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2. 이 예제에서는 상한(High Limit)이 2,500V, 하한(Low Limit)이 -2,500V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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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gh Limit(상한)에 50mV, Low Limit(하한)에 –50mV를 입력합니다. 
 

 
 

4. 전면 패널 Sine(사인) 버튼 을 선택하여 파형 파라미터를 표시합니다. 고전압 및 
저전압 레벨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Basic 애플리케이션 개요 
 

로드 임피던스, VOCM 및 출력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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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igh level(높은 레벨)에는 50mV가 넘는 값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로드 임피던스, VOCM 및 출력 윈도우 
 

다음 표에는 로드 임피던스 및 VOCM을 변경한 경우 사인 파형의 출력 윈도우(최대 및 최소 
레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최대 DC VOCM(50Ω 로드: +/-2.5V/High Z(높은 임피던스) 
로드: +/-5.0V)이 포함됩니다. 윈도우는 진폭 및 VOCM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드 임피던스 
설정 항목에서 로드 임피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VOCM 설정 항목에서 VOC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50Ω 로드, 싱글 엔드 
high Z(높은 임피던스) 
로드, 싱글 엔드 

1uHz ~ 350MH -5V ~ 5V -10V ~ 10V 
350MHz ~ 550MHz -4V ~ 4V -8V ~ 8V 
550MHz ~ 600MHz -3.5 ~ 3.5V -7V ~ 7V 

 



작동 기본 사항 기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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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기본 사항 
 
 

기본 설정 
 

Home(홈) 탭의 Default(기본값) 버튼  또는 전면 패널 Default(기본값) 버튼 을 클릭하여 
기본 모드를 해당 기본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빠른 자습서: 파형 선택 및 파라미터 조정 방법 
 

초보 사용자인 경우 장비를 켜고 기본 모드로 실행 중이면 여기에 설명된 단계에 따라 파형을 
선택하고 파형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1. 전원 코드를 연결한 다음 전면 패널의 전원 켜기/끄기 스위치 를 눌러 장비를 켭니다. 

2. 장비의 Analog Ch1 Out(아날로그 CH1 출력) 을 케이블로 오실로스코프 입력에 
연결합니다. 

3. 파형을 선택합니다. 아래 이미지에는 Sine(사인) 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4.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실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아래 이미지에는 Continuous(연속) 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5. Ch1 On(CH1 켜기) 버튼 을 눌러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6.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표시된 사인 파형을 관찰합니다. 
 

7. 장비의 전면 패널 바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여 파형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Frequency/Period(주파수/주기) 버튼 을 눌러 Frequency(주파수)를 변경할 
파라미터로 선택합니다.  

8. Phase(위상) , Ampl(진폭) , Offset(오프셋) , Units(단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Frequency/Period(주파수/주기) 버튼 을 두 번 누르면 파라미터가 Period(주기)로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Ampl(진폭) 버튼 을 High(고)로, Offset(오프셋) 버튼 
을 Low(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UI 작동을 통해 Freq(주파수) 버튼을 클릭하여 파라미터를 
Period(주기)로 변경합니다. 마찬가지로, Ampl(진폭) 버튼을 클릭하여 High(고)로, 
Offset(오프셋) 버튼을 클릭하여 Low(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동 기본 사항 빠른 자습서: 사인 파형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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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숫자 키패드  또는 소프트 키, 범용 노브 및 화살표 키 , 터치스크린 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파형 파라미터를 변경합니다. 

 

빠른 팁 
 

올바른 진폭, 오프셋 또는 Vocm을 관찰하려면 오실로스코프 입력 임피던스가 50Ω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빠른 자습서: 사인 파형 생성 방법 
 

초보 사용자인 경우 장비를 켠 후 여기에 설명된 단계에 따라 연속 사인 파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원 코드를 연결한 다음 전면 패널의 전원 켜기/끄기 스위치 를 눌러 장비를 켭니다. 
2. 기본 모드를 시작합니다. (기본 모드 시작 방법 페이지 참조) 

 



작동 기본 사항 연속 파형 생성 

AWG4162 Basic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문서 27 

 

 

 
 

3. 장비의 Analog Ch1 Out(아날로그 CH1 출력) 을 케이블로 오실로스코프 입력에 
연결합니다. 

4. Home(홈) 탭 위쪽에서 Sine(사인) 함수 를 선택합니다. 
 

5.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Continuous(연속) 실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6. 전면 패널 Ch1 On(CH1 켜기) 버튼 을 눌러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7.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표시된 사인 파형을 관찰합니다. 
 
8. 주파수를 변경하려면 주파수 옆에 있는 숫자 필드를 클릭합니다. 
 
9. 주파수 값을 변경하려면 터치 패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 키보드를 사용하여 2를 
클릭한 다음 Units(단위) 또는 Enter(입력)를 클릭하여 입력을 완료합니다. Amplitude(진폭), 
Phase(위상) 및 Offset(오프셋) 값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숫자 키패드, 범용 노브 및 화살표 키 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주파수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팁 

 

전면 패널의 바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여 파형 파라미터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버튼 또는 터치스크린 선택을 사용하여 파형 파라미터를 지정하면 활성 파라미터가 
그래프 구역에서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연속 파형 생성 
 

연속 실행 모드는 신호를 연속으로 출력하도록 발생기를 설정합니다. 이 모드가 기본 실행 
모드입니다. 

 
 

펄스파 생성 
 

1. Home(홈) 탭 위쪽에서 Pulse(펄스) 함수 를 선택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Continuous(연속) 실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작동 기본 사항 펄스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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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를 변경하려면 주파수 옆에 있는 숫자 필드를 클릭합니다. 
 

4. Duty(듀티)를 클릭하여 파라미터를 Width(폭)로 변경합니다. 
 

5. Leading(선행) 및 Trailing(후행) 옆에 있는 숫자 필드를 클릭합니다. 
 

6. Delay(지연) 옆에 있는 숫자 필드를 클릭하고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Lead 

Delay(리드 지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hase/Delay(위상/지연) 바로 가기 버튼 을 눌러 
Lead Delay(리드 지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7. 전면 패널 Ch1 On(CH1 켜기) 버튼 을 눌러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8.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표시된 펄스 파형을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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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기본 사항 펄스파 생성 

 

 

 
 
 

펄스파 공식 
 
 

다음 공식은 펄스 파형의 선행 에지 시간, 후행 에지 시간, 펄스 주기 및 펄스 폭에 
적용됩니다. 

 
 

lEdge(선행 에지 시간) 

tEdge(후행 에지 시간) 

 
 
 

최대 선행 에지 시간.  이 값은 각 인스턴스에 있는 세 항목의 최소값입니다.  

 

Temp1 = 0.8 * 2.0 * width – tEdge; 
 

Temp2 = ( period – width ) * 0.8 * 2.0 – tEdge; 

Temp3 = 1000 s. 

최대 후행 에지 시간.  이 값은 각 인스턴스에 있는 세 항목의 최소값입니다.  

 
Temp1 = 0.8 * 2.0 * width – lEdge; 

 

Temp2 = ( period – width ) * 0.8 * 2.0 – lEdge; 

Temp3 = 10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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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파형 생성 
 

1. Home(홈) 탭 위쪽에서 Arb(임의) 함수 를 선택합니다. 

2. Arb(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ArbBuffer 를 선택하여 이전 내부 임의 파형을 

호출하거나 Arb(임의) 를 선택하여 저장된 임의 파형을 호출합니다. 
 

 
 

3. 전면 패널 Arb(임의) 버튼 을 눌러 파형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4. 기본 내부 임의 파형은 사인입니다. 
 



작동 기본 사항 임의 파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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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기본 사항 노이즈 및 DC 생성 

AWG4162 Basic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문서 32 

 

 

 
 

노이즈 및 DC 생성 
 

1. Home(홈) 탭 위쪽에서 More(추가) 를 클릭하여 Noise(노이즈) 함수 를 선택합니다. 
 

2. 노이즈(Noise)에 대한 파형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DC 를 선택하여 DC 파라미터를 표시합니다.  
 

 
 
 

빠른 팁 
 

노이즈 또는 DC 파형을 변조, 스윕 또는 버스트할 수 없습니다. 
 



작동 기본 사항 버스트 파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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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 파형 생성 
 

장비는 사인, 구형, 램프 및 펄스 같은 표준 파형이나 임의 파형을 사용하여 버스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서 다음과 같이 트리거된 버스트 모드 및 게이트된 버스트 모드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트리거된 버스트 파형 생성 

 
장비가 내부 트리거 소스, 외부 트리거 소스, 원격 명령 또는 Manual Trigger(수동 트리거) 버튼을 
통해 트리거 입력을 수신하면 파형 사이클에 지정된 숫자(버스트 카운트)가 출력됩니다. 

 

1. Home(홈) 탭 위쪽에서 Pulse(펄스) 함수 를 선택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Burst(버스트) 실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3. 1-Cycle(1 사이클), N-Cycles(N 사이클) 또는 Inf-Cycles(무한 사이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트리거된 버스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중 펄스를 생성하려면 
Mode(모드)를 N-Cycles(N 사이클)로 설정하고 버스트 카운트를 2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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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 펄스 및 트리거 출력 신호의 예가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된 버스트 파형 생성 
 

이 경우 외부에서 효과적인 게이트 신호가 적용되거나, Manual Trigger(수동 트리거) 버튼을 
누르거나, 원격 명령이 적용된 경우 또는 선택한 내부 트리거 간격의 50%가 진행되는 동안 연속 
파형을 출력합니다. 
 
게이트된 버스트 모드에서 출력은 내부 게이트 신호 또는 전면 패널의 Trigger Input(트리거 입력) 
커넥터에 적용된 외부 신호를 기반으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게이트 신호가 유효하거나 
전면 패널의 Force Trig(강제 트리거) 버튼을 누른 경우 장비가 연속 파형을 출력합니다. 

 

1.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Burst(버스트) 실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2. Mode(모드) 필드에서 Gate(게이트)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게이트된 버스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3. Source(소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Manual(수동)을 선택하여 수동 트리거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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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igger(트리거) 버튼 을 클릭하거나 전면 패널의 Force Trig(강제 트리거) 버튼 
을 누릅니다. 

 
5.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표시된 게이트된 버스트 파형을 관찰합니다. 

 
 

빠른 팁 
 

전면 패널의 바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여 파형 파라미터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Burst(버스트) 모드일 때 다음의 세 가지 트리거 소스를 제공합니다. 
 

내부 또는 외부 트리거 신호 
 

수동 트리거(강제 트리거) 
 

원격 명령 
 

Gate(게이트)를 선택하면 버스트 카운트 파라미터가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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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스윕 
 

스윕은 출력 신호 주파수가 선형, 로그, 업스테어(Upstair) 및 사용자 정의 스윕 유형 중에서 

변하는 파형을 출력합니다. 다음과 같은 스윕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주파수: 주파수 스윕의 시작 값입니다. 정지 

주파수: 주파수 스윕의 끝 값입니다.  

스윕 시간: 측정 길이(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리턴 시간: 정지 주파수에서 시작 주파수까지의 시간입니다. 
 

중심 주파수: 시작 주파수와 정지 주파수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범위: 주파수 표시의 경계입니다. 

홀드 시간: 정지 주파수에 도달한 후에 주파수가 안정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1. Home(홈) 탭 위쪽에서 파형 함수를 선택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Sweep(스윕) 실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3. Start(시작) 주파수, Stop(정지) 주파수, Sweep(스윕) 시간, Hold(홀드) 시간 및 Return(리턴) 
시간을 원하는 대로 지정합니다. Start(시작) 주파수 버튼을 클릭하면 이 버튼이 Center(중심) 
주파수로 전환됩니다. Stop(정지) 주파수 버튼을 클릭하면 이 버튼이 Span(범위) 주파수로 
전환됩니다. 

 

4. 스윕 Mode(모드) 필드를 클릭하고 Trigger(트리거) 또는 Repeat(반복)를 선택합니다. 
 

5. Source(소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트리거 소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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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화면은 샘플 오실로스코프 화면입니다. 위쪽은 스윕 파형의 샘플입니다. 아래쪽은 트리거 
출력 신호입니다. 

 

 
 

빠른 팁 
 

주파수 스윕에서는 사인, 구형, 램프, 추가 또는 임의 파형은 선택할 수 있지만, 펄스, DC 
및 노이즈 파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윕을 선택하면 주파수가 스윕 시작 주파수에서 스윕 정지 주파수로 스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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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주파수가 정지 주파수보다 낮으면 장비는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스윕됩니다. 
 

시작 주파수가 정지 주파수보다 높으면 장비는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로 스윕됩니다. 
 

다른 메뉴를 선택한 후 Sweep(스윕) 메뉴로 돌아가려면 전면 패널의 Sweep(스윕)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파형 변조 
 

AM 파형 출력 
 

AM(진폭 변조)은 캐리어 파형의 진폭을 바꾸는 기법입니다. 
 

1. Home(홈) 탭 위쪽에서 파형 함수를 선택합니다. 이 파형이 캐리어 파형이 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Modulation(변조) 실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3. Type(유형) 필드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AM을 선택하여 변조 유형을 AM으로 
지정합니다. 

 

 
 

4. 변조 소스를 선택하고 변조 주파수를 설정한 후 모양을 선택하고 변조 깊이를 설정합니다. 
 

5. 이 예는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표시된 진폭 변조 파형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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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팁 
 

FM(주파수 변조) 또는 PM(위상 변조) 파형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펄스, 노이즈 
또는 DC는 캐리어 파형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 신호를 AM 소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소스를 선택하고 변조 깊이를 
120%로 설정한 경우 ±1Vp-p 신호가 후면 패널 Ext Mod Ch1 In(외부 변조 CH1 입력) 또는  
Ext Mod Ch2 In(외부 변조 CH2 입력) 커넥터에 적용되면 최대 진폭으로 출력됩니다. 

 

내부 메모리 또는 로컬/USB 메모리에서 변조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등식은 AM, FM 및 PM 변조의 출력 진폭을 나타냅니다(이 예에서는 사인 파형이 캐리어 
파형 및 변조 파형에 사용됨). 

 
 

AM: Output(Vp-p)= (1 + )  
FM: Output(Vp-p) = 

PM: Output(Vp-p) = 
 
 

캐리어 진폭 A[Vp-p] 

캐리어 주파수 fc[Hz] 

변조 주파수 fm[Hz] 

시간 t[sec] 
AM 변조 깊이 M[%] 
FM 편차 D[Hz] 
PM 편차 P[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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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AM 변조 파형에 대한 변조 깊이와 최대 진폭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내부 변조 소스가 선택됨). 

 

깊이 최대 진폭 

120% A(Vp-p) 
100% A(Vp-p) * 0.909 
50% A(Vp-p) * 0.682 
0% A(Vp-p) * 0.455 

 
 
 

FSK 파형 출력 
 

FSK(주파수 편이 방식) 변조는 캐리어 주파수와 홉 주파수 사이에서 출력 신호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변조 기법입니다. AWG4162는 위상 연속 FSK 신호를 생성합니다. 
 

1. AM 파형 출력 절차에 설명된 단계에 따라 변조 유형 드롭다운 메뉴를 표시합니다. 
(파형 변조 참조) 이 예에서는 FSK를 변조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2. FSK 파라미터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FSK Source(FSK 소스)로 Internal(내부) 또는 
External(외부)을 선택합니다. 

 

3. 내부를 선택할 경우 FSK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ternal(외부)을 선택하면 FSK 
Rate(FSK 속도)가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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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약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캐리어 파형 주파수는 FSK 속도가 지정된 홉 주파수로 바뀌었다가 
원래 주파수로 돌아옵니다. 

 
 
 

PSK 파형 출력 
 

PSK(위상 편이 방식) 변조는 캐리어 위상과 홉 위상 사이에서 출력 신호 위상을 변화시키는 변조 
기법입니다. 
 

1. AM 파형 출력 절차에 설명된 단계에 따라 변조 유형 드롭다운 메뉴를 표시합니다. 
(파형 변조 참조) 이 예에서는 PSK를 변조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2. PSK 파라미터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PSK Source(PSK 소스)로 Internal(내부) 또는 
External(외부)을 선택합니다. 

 

3. Internal(내부)을 선택하면 PSK Frequency(PSK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ternal(외부)을 선택하면 PSK Frequency(PSK 주파수)가 무시됩니다. 

 

 
 

4. Hop Phase(홉 위상)를 설정합니다. 캐리어 파형 위상은 PSK Frequency(PSK 주파수)가 지정된 
Hop Phase(홉 위상)로 바뀌었다가 원래 위상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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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파형 출력 
 

다음 단계에 따라 PWM 파형을 출력합니다. 

1. Home(홈) 탭 위쪽에서 Pulse(펄스) 함수 를 선택하여 펄스 파라미터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Modulation(변조) 실행 모드를 선택하면 변조 유형이 자동으로 
PWM로 지정됩니다. PWM Source(PWM 소스)를 선택합니다.  

 

 
 

3. PWM Frequency(PWM 주파수)를 설정하고 Modulation Shape(변조 모양)을 선택한 다음 
Deviation(편차)(펄스 폭 편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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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출력 
 

장비의 마커 출력 신호가 두 채널에서 각각 선택한 실행 모드 및 함수에 연결됩니다. 
 

1. 전면 패널의 Marker out(마커 출력) 커넥터와 오실로스코프의 외부 트리거 입력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Marker out(마커 출력) 커넥터는 오실로스코프에 트리거 신호를 제공합니다. 

 

 
 

2. Continuous(연속) 모드: 마커 출력은 구형파이며, 각 파형 주기 시작 지점의 상승 에지입니다. 
출력 주파수가 156.25MHz보다 높으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아래 빠른 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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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eep(스윕) 모드: Repeat(반복) 또는 Trigger(트리거) 스윕 모드에서 트리거 소스를 선택한 
경우, 마커 출력은 구형파이며 각 스윕 시작 지점의 상승 에지입니다. 

  

 
 

4. Modulation(변조) 모드: 내부 변조 소스를 선택한 경우 마커 출력은 변조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의 구형파입니다. 외부 변조 소스를 선택한 경우 마커 출력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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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urst(버스트) 모드: 내부 트리거 소스를 선택한 경우 마커 출력은 구형파이며 각 버스트 주기 
시작 지점의 상승 에지입니다. 외부 트리거 소스를 선택한 경우 트리거 입력이 높은 시간 
동안에는 마커 출력도 높습니다. 

 

 
 
 

빠른 팁  
 

마커 출력과 AO(아날로그 출력) 간의 주파수 관계:  
 

시작 주파수 정지 주파수 마커 주파수 
0 100 MHz 마커 f = AO f 
100 MHz 200 MHz 마커 f = AO f / 2 
200 MHz 400 MHz 마커 f = AO f / 4 
400 MHz 600 MHz 마커 f = AO f / 8 

 
 

참고.  마커 출력 신호의 최대 주파수는 156.25MHz입니다.  
   
 
 

참고.  장비가 변조 파형을 출력할 때 변조 소스로 External(외부)을 선택한 경우 마커 출력 
신호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장비는 Burst(버스트) 모드일 때 다음의 세 가지 트리거 소스를 제공합니다. 

 

내부 또는 외부 트리거 신호 
 
수동 트리거(강제 트리거) 

 
원격 명령  



작동 기본 사항 두 채널 신호의 매개변수 조정 

AWG4162 Basic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문서 46 

 

 

 
 

두 채널 신호의 매개변수 조정 
 

위상 정렬 
 

AWG4162 시리즈는 위상 연속 방법을 사용하여 주파수를 변경합니다. 채널의 주파수를 변경하면 
두 채널 간의 위상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장비가 CH1과 CH2에 모두 5MHz의 사인 파형을 생성하면 두 채널 간의 위상이 
조정됩니다. CH2 주파수를 10MHz로 변경한 다음 5MHz로 되돌리면, CH2 위상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채널 간의 위상 관계를 조정하려면 신호 생성을 정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장비는 위상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Align Phase(위상 정렬) 기능을 제공합니다. 

 

1. 5MHz에서 CH1과 CH2에 연속 사인 파형을 생성하도록 장비를 설정합니다. 두 위상이 모두 
0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CH1/CH2/CHBOTH 버튼을 클릭하고 CHBOTH를 선택하여 두 채널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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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1 주파수를 10MHz로 변경한 다음 5MHz로 되돌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CH2 위상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4. 두 채널 신호의 위상을 정렬하려면 Inter-CHs 버튼을 누르고 Align Phase(위상 정렬)를 
선택합니다. 장비가 신호 생성을 정지하고 두 채널의 위상을 조정한 다음 자동으로 신호 
생성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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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 일치 
 

CH1 진폭 및 CH2 진폭을 같은 레벨로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두 채널을 같은 진폭으로 설정하려면 원하는 진폭을 가진 채널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채널은 상태 구역에서 주변에 색이 있는 직사각형이 표시됩니다. 

 

 
 

2. Inter-CHs 버튼을 클릭하고 Amplitude CH1=CH2(진폭 CH1=CH2)를 선택합니다. 장비가 
신호 생성을 정지하고 두 채널의 진폭이 선택한 채널과 일치하도록 설정한 다음 자동으로 
신호 생성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파수/주기 일치 
 

CH1 주파수 및 CH2 주파수를 같은 레벨로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두 채널을 같은 주파수로 설정하려면 원하는 진폭을 가진 채널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채널은 상태 구역에서 주변에 색이 있는 직사각형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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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CHs 버튼을 클릭하고 Frequency CH1=CH2(주파수 CH1=CH2)를 선택합니다. 장비가 
신호 생성을 정지하고 두 채널의 주파수가 선택한 채널과 일치하도록 설정한 다음 자동으로 
신호 생성을 다시 시작합니다. 

 
 

로드 임피던스 설정 
 

AWG4162의 출력 임피던스는 50Ω입니다(싱글 엔드 출력의 경우). 50Ω 이외의 로드를 
연결하면 진폭, 오프셋 및 고/저 값이 출력 전압과 다르게 표시됩니다. 출력 전압과 같은 값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로드 임피던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1. System(시스템) 탭을 선택한 다음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Setting(설정)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채널에서 Load(로드)를 클릭하여 드롭다운 메뉴를 표시합니다. 
 

3. 로드 임피던스를 조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0: 로드 임피던스를 50Ω으로 설정합니다. 
 

High Z(높은 임피던스): 로드 임피던스를 거의 무한대로 설정합니다. dBm이 출력 진폭 
단위에 지정되어 있으면 높은 임피던스를 선택하는 경우 진폭 단위 설정이 자동으로 
Vpp로 변경됩니다. 

 

Custom(사용자 정의): 로드 임피던스를 1Ω에서 1MΩ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로드 값은 Status(상태) 메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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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팁 
 

로드 임피던스는 진폭, 오프셋, 고/저 레벨 및 VOCM 설정에 적용됩니다.  

 

VOCM 설정 
 

VOCM은 + 채널과 – 채널 사이의 “전압 출력 커먼 모드”입니다. 차동 출력의 경우 네거티브 
출력 DC VOCM은 포지티브 출력의 DC VOCM 값과 같습니다. 

 

1. System(시스템) 탭을 선택한 다음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Setting(설정)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채널에서 VOCM 옆에 있는 숫자 필드를 클릭합니다. 
 
 

빠른 팁 
 

VOCM은 진폭 설정과 관련 없습니다. 
 

VOCM의 최대값은 다음과 같이 로드 임피던스와 관련 있습니다. 

 AWG4162 

(50Ω 로드, 싱글 엔드) -2.5V ~ +2.5V 
(high Z(높은 임피던스) 
로드, 싱글 엔드) -5V ~ +5V 

 
 

파형 극성 반전 
 

왼쪽 사이드바 메뉴의 Invert(반전) 버튼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형의 극성을 반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연속 사인 파형에 반전 기능을 사용하여 차동 신호를 얻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CH1에서 연속 사인 파형을 생성하도록 장비를 설정합니다. 
 

2. CH1의 주파수를 원하는 값으로 설정합니다. 
 

3. CH1/CH2/CHBOTH 버튼을 클릭하고 CHBOTH를 선택하여 CH1과 CH2를 동시에 
표시합니다. 

 

4. Inter-CHs 버튼을 클릭하고 Frequency CH1=CH2(주파수 CH1=CH2)를 선택하여 CH2 
주파수가 CH1과 일치하도록 설정합니다. 

 

5. CH2 상태 표시줄에서 CH2를 클릭합니다. 
 

6. 왼쪽 사이드바에서 Invert(반전) 버튼을 클릭하고 CH2 파형이 반전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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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면 패널 Ch1 On(CH1 켜기) 버튼 을 눌러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빠른 팁 
 

이 파형 생성 시작에 대한 빠른 자습서는 빠른 자습서: 사인 파형 생성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한 채널의 주파수가 다른 채널의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 채널 신호의 파라미터 조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노이즈 추가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내부 노이즈 신호를 파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연속 사인 
파형이 사용됩니다. 

 

1. Home(홈) 탭 위쪽에서 Sine(사인) 함수 를 선택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Continuous(연속) 실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3. System(시스템) 탭을 선택한 다음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Setting(설정)을 선택합니다. 
 

4. 원하는 채널에서 Noise(노이즈) 옆에 있는 On/Off(켜기/끄기) 버튼을 클릭하여 노이즈 추가 
기능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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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WG4162에서 Noise(노이즈) 파라미터 옆에 있는 숫자 필드를 클릭하고 원하는 대로 조정합니다. 
Noise(노이즈)가 Off(끄기) 상태인 경우 Noise Level(노이즈 레벨)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표시된 노이즈를 추가하는 파형을 관찰합니다. 
 

 
 

7. 위쪽 파형은 노이즈를 추가하기 전의 파형입니다. 아래쪽 파형은 노이즈를 추가한 후의 
파형입니다. 노이즈를 추가하여 발생하는 오버플로를 방지하기 위해 출력 신호의 진폭이 
자동으로 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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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클럭 입력 
 

1. 기준 클럭 입력(Ref Clk In) 및 기준 클럭 출력(Ref Clk Out) 커넥터는 AWG4162 후면 패널에 
있습니다. 

 

 
 

2. 장비는 내부 또는 외부 소스를 기준 클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클럭을 선택하려면 

전면 패널 Utility(유틸리티) 버튼 을 누른 다음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Setting(설정)을 
선택합니다. 

 

3. Clock Ref(클럭 참조)를 클릭하여 Internal(내부)와 External(외부) 사이를 전환합니다. 
 

 
 

빠른 팁 
 

장비는 내부 소스 또는 외부 소스를 기준 클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기준이 활성화되면 
10MHz 기준 클럭이 후면 패널의 Ref Clk Out(기준 클럭 출력) 커넥터에서 출력됩니다.  

 

기준 클럭 입력이 활성화되면 후면 패널의 Ref Clock Input(기준 클럭 입력) 커넥터가 외부 기준 
클럭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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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메뉴 
 
 

전면 패널 Utility(유틸리티) 버튼을 눌러 System(시스템) 탭을 표시합니다. System(시스템) 탭에서는 
시스템 관련 메뉴, 자체 교정, 자가 진단 등 장비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전면 패널 Utility(유틸리티) 버튼 을 눌러 System(시스템) 탭을 표시합니다.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Setting(설정)을 선택하여 시스템 관련 메뉴를 표시합니다. 

 

2. Clock Ref(클럭 참조) (기준 클럭 입력 참조) 
 

3. 장비의 Power On(전원 공급 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Clock Ref(클럭 참조) 소스를 External(외부)로 선택한 경우 Ext Clock Rate(외부 클럭 속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Beeper(호출기)를 클릭하여 경고음 Off(끄기)와 On(켜기)을 전환합니다.  
 

6. Click Tone(클릭 톤)을 클릭하여 클릭 톤 Off(끄기)와 On(켜기)을 전환합니다.  
 

7. 원하는 채널의 High Limit(상한) 및 Low Limit(하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8. Load Impedance(로드 임피던스) (로드 임피던스 설정 참조) 
 

9. Noise(노이즈) (노이즈 추가 참조) 
 

10. VOCM (VOCM 설정 참조)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Status(상태)를 선택하여 장비 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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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Tools(도구)를 선택합니다.  
 

11. Warm Up Timer(예열 타이머)는 예열 시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12. Self Calibration(자체 교정) (장비 자체 교정 및 자가 진단 수행 참조) 
 

13. Self Diagnostic(자가 진단) (장비 자체 교정 및 자가 진단 수행 참조) 
 

14. Copy CH1 to CH2(CH2에 CH1 복사) 또는 Copy CH2 to CH1(CH1에 CH2 복사)을 클릭하여 
한 채널의 파형 파라미터를 다른 채널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15. Secure(보안) (사용자 정의 파형 파일 삭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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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설정 저장/호출 
 

장비 내부 메모리에 사용자 정의 설정을 최대 4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File(파일) 탭 
아래에 Custom 1 ~ 4(사용자 정의 1 ~ 4)로 저장됩니다. 로컬 디스크 또는 USB 메모리 장치에 
설정을 추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UI로 사용자 정의 설정 저장 
 

1. File(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2. 저장하려는 원하는 Custom(사용자 정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저장 아이콘 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전면 패널로 사용자 정의 설정 저장 
 

1. 전면 패널 파일 구역에서 Custom1(사용자 정의 1)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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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stom1 파일이 있는 경우 경고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3. Yes(예)를 클릭합니다. 
 

4. 정보 대화 상자에 “Custom1 setup has been saved(Custom1 설정이 저장됨)”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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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로 사용자 정의 설정 호출 
 

1. File(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2. 파형 파라미터를 보려는 원하는 Custom(사용자 정의) 버튼을 클릭하고 이 파형이 원하는 
파형인지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 절반에 파라미터가 나타납니다. 

 

 
 

3. 를 클릭하여 파형 파일을 로드합니다. 이제 AWG4162 디스플레이에 파형이 표시됩니다. 
 
 

전면 패널로 사용자 정의 설정 호출 
 

1. 전면 패널 파일 구역에서 Custom1(사용자 정의 1) 버튼 을 누릅니다.  
 

2. custom1이 있는 경우 custom1 파형이 표시됩니다. custom1이 없는 경우 경고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빠른 팁 

 

사용자 정의 파형 파일이 삭제되거나 편집되지 않도록 잠그려면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사용자 정의 파형 파일을 삭제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4개 사용자 정의 파일을 빠르게 탐색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파형 파일을 열려면 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파형 파일을 저장하려면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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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로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정 저장/호출 
 

1. File(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User(사용자) 버튼을 클릭하여 각 사용자의 Recent Documents(최근 문서) 및 Recent 
Places(최근 위치)를 확인합니다. 두 번 클릭하여 User 1-9(사용자 1-9)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이미지 저장 
 

장비의 화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이미지로 저장할 화면을 표시하도록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전면 패널의 회전 

노브 아래에 있는 두 화살표 키 를 동시에 누릅니다. 
 

2. 화면 이미지가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빠른 팁 
 

이미지 파일은 "D:\Tektronix\AWG4000\Basic" 경로에 저장됩니다. 
 

이미지 파일은 .BMP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장비는 장비에서 생성된 모든 파일에 기본 이름 
yyyy-mm-dd-hh-mm-ss.BMP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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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파형 파일 삭제 
 

메모리에서 장비 설정 및 파형 지우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장비 내부 메모리의 장비 설정 및 파형을 모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기본 모드 디스플레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Default(기본값) 버튼을 눌러 언제든지 
메모리를 삭제하지 않고도 장비를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1. System(시스템) 탭을 클릭합니다. 
 

2. 오른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Tools(도구) 탭을 클릭합니다. 
 

3. Secure(보안)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하드 드라이브 X:\에 저장된 모든 설정과 파형을 삭제하려면 OK(확인)를 선택하고, 작업을 
취소하려면 Cancel(취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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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Builder 
 

ArbBuilder 도구를 사용하여 파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함수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등식 
편집기를 사용하거나(등식으로 파형 생성 참조), 파형을 드로잉하여(ArbBuilder로 파형 드로잉 
참조) 새 파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Home(홈) 탭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New(새로 만들기)  또는 Edit(편집) 를 
선택하여 ArbBuilder를 열 수 있습니다. 

 
 

 
 

 
표준 파형 생성 

 

1. Home(홈) 탭에서 ArbBuilder > New(새로 만들기)  또는 Edit(편집) 를 
선택합니다. 

2. Waveform(파형) 탭에서 New Std(새 표준) 를 선택합니다. 

 
 

3. Function(함수) 드롭다운 메뉴에서 표준 파형을 선택합니다. 사인, 구형, 삼각, 펄스, 노이즈, 
DC, 지수형 증가, 지수 소멸, Sin(x)/x, 스윕, 다주파, 로렌츠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수직 및 수평 파라미터를 원하는 대로 조정합니다. 
 

5. Preview(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형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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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형을 보려면 OK(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취소하고 윈도우를 종료하려면 Cancel(취소)을 
클릭합니다. 

7. 파형을 저장하려면 SAVE(저장) 버튼  또는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을 

클릭하고, 파형을 닫으려면 Close(닫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8. 표를 클릭하여 Communication(통신) 페이지로 전환합니다. 

9. Communication(통신) 탭 아래에서 Send to CH1(CH1로 전송)  또는 Send to CH2(CH2로 

전송) 를 클릭하여 이 파형을 채널 1 또는 채널 2로 전송합니다. 
 
 

등식으로 파형 생성 
 

등식 편집기로 파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rbBuilder 도구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등식 편집기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모든 파일 입력 및 출력을 처리합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식 파일이 컴파일되지 않습니다. 

 
 

등식 편집기 개요 
 

등식 편집기는 WPL(파형 프로그래밍 언어)을 사용하여 등식 파형 정의를 생성하고 편집하며 
파형으로 로드하고 컴파일할 수 있는 ASCII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WPL을 사용하여 연산 기능에서 
파형을 생성하고, 두 개 이상의 파형 파일 간 계산을 수행하며, 루프 및 조건부 브랜치 명령을 
사용하여 파형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등식 파일을 컴파일하여 설명된 파형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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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식 편집기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모든 파일 입력 및 출력을 처리합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컴파일은 장비의 사용 가능한 메모리와 기타 
리소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식 파일은 등식 편집기에서 생성 및 편집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ArbBuilder > New(새로 만들기) 

 또는 Edit(편집) , Waveform(파형) 탭을 선택하고 New Equa(새 등식)  
아이콘을 클릭하여 등식 편집기를 엽니다. 

 

 
 

다음 표에는 등식 편집기의 화면 요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소 설명 
Toolbar(도구 모음) 열기, 저장,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등의 편집 작업을 제공합니다. 
File name(파일 이름) 등식 또는 텍스트가 작성된 파일 이름 또는 편집 중인 파일의 

이름입니다. 장비에서는 모든 등식 편집기 파일에 기본 .equ 파일 
확장자가 추가됩니다. 

Equation(등식) 텍스트 및/또는 등식 정보를 입력하는 구역입니다. 
Output(출력) 컴파일 상태를 표시합니다. 컴파일이 실패하면 애플리케이션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컴파일이 성공하면 애플리케이션에“Compiled  
Successfully(컴파일됨)”가 표시됩니다. 

Command List(명령 목록) 등식을 생성하기 위한 연산 기능, 숫자 및 문자 키패드입니다. 
Preview(미리 보기) 컴파일 후 파형 그래프 표시입니다. 
Compile(컴파일) 현재 로드되거나 편집된 등식 파일을 컴파일하는 버튼입니다. 

컴파일 상태가 Output(출력) 윈도우에 표시됩니다. 
Settings(설정) 범위 및 포인트를 조정하는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OK(확인) 및 Cancel(취소) 버튼 이러한 버튼을 사용하여 등식 편집기 윈도우를 저장하고 
 종료(OK(확인))하거나, 취소하고 종료(Cancel(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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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메뉴에는 함수, 연산자, 변수, 상수, 구문 항목 및 문자와 시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사용하여 등식을 생성하고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기호 의미 예제 

구문 항목 ( ) 연산 순서를 지정하는 괄호( )입니다. 각 
여는(왼쪽) 괄호는 닫는(오른쪽) 괄호와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개의 인수(예: 
범위, 최대값, 최소값)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수는 ,(쉼표)로 구분됩니다.  

NA 

변수. 등식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 
x 
v 

해당 범위() 문의 헤드로부터의 시간 
해당 범위( ) 내 0.0에서 1.0 사이의 값을 
사용하는 변수  
해당 위치 문에서 파형 데이터의 현재 값을 
표시하는 변수  

NA 

연산자 +, –, *, / 구성 요소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또는 
나누기합니다. 우선순위는 보통 이러한 네 
가지 연산자에 대해 같으며, *와 /는 +와 –
에 우선합니다.  

NA 

^ 지수를 나타냅니다. 정수만 더 높은 
거듭제곱으로 제곱할 수 있습니다. ^은 * 및 
/와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따라서 곱셈에 
우선권을 주려면 괄호가 필요합니다.  

pi * (2^3) * x 여기서 2^3 = 2를 
세제곱합니다.  

설명 # 설명 앞에는 숫자 기호(#)를 붙입니다. 숫자 
기호를 입력하면 라인 끝이 나올 때까지 
숫자 기호 뒤에 있는 모든 문자가 설명으로 
처리됩니다. 구성 요소 메뉴에 있는 모든 
항목을 설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 

문자 a–z, %, $, &, 
@, A, _ 

구성 요소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알파벳 문자(a–z)와 몇 가지 기호(%, $, &, @, 
A, _ )입니다. 이러한 문자와 기호는 설명에 
사용됩니다.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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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목 pi, e, k, =,   NA 

 pi 원주율입니다. NA 

 

e 지수입니다(암시적 10의 경우). 이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현된 숫자의 범위는 |5.9e–
39|에서 |3.4e38| 사이입니다.  

1e6=1,000,000, 1e–3=0.001 

 

k k0–k9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은 
등식에 사용할 수 있는 상수입니다. 같은 
k#에 새 값을 지정하면 이전 값이 새 값으로 
바뀝니다. k에 대해 정의된 상수가 없으면 
이 값은 자동으로 0으로 설정됩니다. 

NA 

 = 등호입니다. =는 k 상수와 함께 사용됩니다. k0=2*pi 

 
 

범위 또는 등식의 라인을 종료합니다. 라인 
중간에  

리턴( )을 삽입하면 해당 라인이 
분할됩니다.  

NA 

함수 sin(, cos( 이러한 삼각 함수의 인수는 라디안 단위로 
표현됩니다. 

range(0,100 s)cos(2*pi*x) 
예: range(0,100 s)sin(2*pi*1e4*t) 

 

exp(, log(, ln( 지수 함수, 상용 로그 함수, 자연 로그 
함수입니다. log 및 ln 인수는 양수여야 
합니다.  

range(0,50 _s) 
1–exp(–5*x) 
range(50 _s,100 _s) 
exp(–5*x) 
예: range(0,100 _s) 
log(10*(x+0.1)) 
예: range(0,100 _s) 
ln(2*(x+0.2)) 

 
sqrt( 제곱근입니다. 인수는 양수 값이어야 

합니다. 
range(0,100 _s) 
sqrt(sin(pi*x)) 

 
abs( 절대값입니다. range(0,100 _s) 

abs(sin(2*pi*x)) 

 
int( 정수를 얻기 위해 분수를 잘라냅니다. range(0,100 _s) 

int(5*sin(2*pi*x))/5 

 
round( 정수를 얻기 위해 분수를 반올림합니다. range(0,100 _s) 

round(5*sin(2*pi*x))/5 

 

norm( range()로 지정된 범위를 정규화하고 최대 
절대값이 1.0(즉, +1.0 또는 -1.0 값)이 되도록 
진폭 값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norm() 문은 
하나의 전체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range(0,100 _s) 
sin(2*pi*x)+rnd()/10 
norm() 

 
max( 
min( 

두 값 중 큰 값을 사용합니다. 
두 값 중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range(0,100 _s) sin(2*pi*x) 
range(0,50 _s) min(v,0.5) range(50 
_s,100 _s) max(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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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등식은 시간 도메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간 
도메인을 정의하지 않으면 오류입니다. 
시간 도메인은 range()로 지정됩니다.  
새 등식 파일을 만들 때 range(0,는 등식 첫 
번째 라인의 입력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지정됩니다. 이 설정은 다음 range( 항목이 
지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첫 번째 
range()를 지정한 경우 등식을 원하는 
라인만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range() 
뒤에 쓰인 텍스트는 잘못된 것입니다. 
range( 항목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ange( 등식 시작 시간, 등식 종료 시간 ) 

range(0,1ms) 시간 범위 sin(2*pi*x) 
등식  

 

rnd(1에서 
16,777,215 
사이의 
정수) 

인수를 지정한 경우 해당 인수를 초기 
값으로 사용하여 임의 숫자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인수를 생략한 경우 1이 
사용됩니다.  

range(0,100 _s) 
rnd(2)/3 

 

diff( range()로 지정된 범위에서 함수를 
미분합니다. diff()로 지정됩니다. diff()는 
하나의 전체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range(0,33 _s) 
-0.5 
range(33 _s,66 _s) 
0.5 
range(66 _s,100 _s) 
-0.5 
range(0,100 _s) 
diff() 

 

integ( range()로 지정된 범위에서 함수를 
적분합니다. integ()로 지정됩니다. integ()는 
하나의 전체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integ() 
뒤에 필요한 경우 정규화(norm())를 
지정합니다.  

range(0,33 _s)  
-0.5 
range(33 _s,66 _s) 
0.5 
range(66 _s,100 _s) 
-0.5 
range(0,100 _s) 
integ() 
norm() 

 

mark(marker1 
또는 
marker2) 

range()로 설정된 범위에 대한 마커를 
설정합니다. 컴파일 후에는 마커 표시가 
없지만, 파형 편집기를 사용하여 설정된 
마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k() 문은 
하나의 전체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mark(1)이 입력된 경우 해당 라인에는 
다른 항목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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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식 편집기 Units(단위) 메뉴를 사용하여 등식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또는 변수의 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사용할 수 있는 단위와 해당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장치 의미 

m 밀리(e– 3 )  

u 마이크로(e– 6 )  

n 나노(e– 9 )  

p 피코(e– 12 )  

s 초 

, 쉼표 구분 기호 

K 킬로(e3)  

M 메가(e6)  
 

선택 메뉴를 사용하여 등식을 확인하거나 등식에 백스페이스를 적용하거나 등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사용할 수 있는 단위와 해당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버튼 의미 

Enter(입력) 선택을 확인하고 등식의 다음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BKSP(백스페이스) 마지막 문자에 백스페이스를 적용합니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키처럼 작동합니다.  

CLR(삭제) 전체 등식을 삭제합니다. 

  
 

등식 편집기로 파형 생성 

1. ArbBuilder > Edit(편집) > Waveform(파형) 탭을 선택하고 New Equa(새 등식) 아이콘 
을 클릭하여 등식 편집기를 엽니다. 

 

 
 

2. 등식 편집기 윈도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여 파형 등식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Equation(등식) 
입력 상자에 “Log(w)”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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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view(미리 보기) 상자에서 컴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파형을 생성합니다. Output(출력) 
상자에 “Compiled Successfully(컴파일됨)” 정보가 표시되고 Preview(미리 보기) 상자에 
로그 파형이 표시됩니다. 잘못된 등식을 입력하면 Output(출력) 상자에 오류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Equation(등식) 입력 상자에서 오류가 있는 라인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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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 가능 모드에서 파형을 표시하려면 OK(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작업을 취소하려면 
Cancel(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로그 파형이 표시됩니다. 로그 파형을 편집하거나 저장하거나 채널 1 또는 2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등식 편집기는 기본 7비트 ASCII 문자 집합만 지원합니다. 단일 문자열의 최대 길이는 공백을 
포함하여 256자입니다. 라인 끝에 콜론 문자(:)를 입력하여 문자열을 연결합니다. 최대 길이(즉, 모든 
문자열 길이의 합)는 1000입니다. 

 
 

파형 등식 저장 
 

1. “파형 등식 생성”의 1 – 3단계에 따라 파형 등식을 생성합니다. 

2. 등식 편집기 도구 모음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Windows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등식 
파일이 .eqa 형식 파일로 저장됩니다.  

 
 

등식 파일 열기 
 

1. 등식 편집기 윈도우의 등식 편집기 도구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2. 기존 파형 등식 파일을 선택하고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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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식 파일 편집 
 

등식 편집기 윈도우에서 다음을 수행하여 등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ut(잘라내기). 잘라낼 등식 부분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이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Copy(복사). 복사할 등식 부분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이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Paste(붙여넣기). 붙여넣을 등식 부분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이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키보드나 Command List(명령 목록) 키패드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직접 편집합니다. 
 

ArbBuilder로 파형 열기 
 

1. ArbBuilder > New(새로 만들기) 또는 Edit(편집)를 선택하여 ArbBuilder 도구를 엽니다. 

2. Waveform(파형) 탭에서 Open(열기) 버튼 을 선택합니다. 
 

3. Windows 파일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기존 파형 파일을 선택합니다. ArbBuilder는 몇 
가지 파형 형식(예: .wfm, .pat, .txt, .tfw, .isf)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ArbBuilder에서 
지원됩니다. 

 
4.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Open in New Tab(새 탭에서 열기): 새 탭에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Insert at the End(끝부분에 삽입): 현재 파형의 끝부분에 새 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Insert at the Beginning(시작 부분에 삽입): 현재 파형의 시작 부분에 새 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Insert at Active Cursor(액티브 커서에 삽입): 파형 보기에는 두 가지 커서가 있습니다. 새 
파형을 삽입할 커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현재 파형의 커서에 새 
파일이 삽입됩니다. 

 

Replace between Cursors(커서 사이에 다시 배치): 파형 보기에는 두 가지 커서가 있습니다.  
새 파형이 두 커서 사이에 삽입됩니다. 

 

 
 

5.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파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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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Builder로 파형 드로잉 
 

1. 파형을 엽니다. 표준 파형을 열 수 있습니다(표준 파형 생성 참조). 
 

2. Draw(드로잉) 탭을 클릭합니다. 
 

3. Draw(드로잉) 도구 모음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파형을 생성합니다. 
 

 
Redo(다시 실행)는 이전 상태를 복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Undo(실행 취소)는 다음 상태를 복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Zoom In(확대)은 파형 그래프를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Zoom Out(확대)은 파형 그래프를 축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Horizontal Zoom In(수평 확대)은 파형 그래프를 수평 방향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Fit To Window(전체 화면)는 파형의 기본 상태를 복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Move With Hand(손으로 이동)는 손으로 파형을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4. Freehand(자유 곡선) 는 파형을 수평 포인트와 수직 포인트 둘 다에서 드로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Horizontal(수평) 은 파형을 수평 방향으로 드로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Vertical(수직) 은 파형을 수직 방법으로 드로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Point(포인트) 
는 여러 포인트를 드로잉하고 이러한 포인트를 선형으로, 매끄럽게 또는 계단식으로 보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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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int(포인트) 아이콘 을 선택하면 Point Draw(포인트 드로잉)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그래프를 클릭하고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 도구 모음 아이콘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Table(표) 아이콘 을 클릭하면 Point Draw Table(포인트 드로잉 표) 윈도우가 열립니다. 
이 표에 포인트를 직접 입력하고 OK(확인)를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Insert(삽입), Delete(삭제) 또는 Clear All(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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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terpolation(보간)  메뉴에서 선택하고 세 가지 선택 항목 중 하나를 파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Linear(선형): 포인트를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Smooth(매끄럽게): 포인트를 
매끄러운 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Staircase(계단): 포인트를 계단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ArbBuilder로 파형 편집 
 
 

1. 파형을 엽니다. ArbBuilder로 파형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ArbBuilder->Edit(편집)를 클릭합니다. 편집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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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t(잘라내기) . 두 커서 사이의 파형 데이터 조각을 잘라내는 데 사용됩니다. 
 

 

4. Copy(복사) . 두 커서 사이의 파형 데이터 조각을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5. Paste(붙여넣기) . Paste(붙여넣기)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가지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항목 설명 

Paste at the End(끝부분에 붙여넣기) 파형 세그먼트를 파형의 끝부분에 
붙여넣습니다. 

Paste at the Beginning(시작 부분에 
붙여넣기) 

파형 세그먼트를 파형의 시작 부분에 
붙여넣습니다. 

Paste at the Active Cursor(액티브 커서에 
붙여넣기) 

파형 세그먼트를 액티브 커서 뒤에 
붙여넣습니다. 

Replace between the Cursors(커서 사이에 
다시 배치) 

커서 사이의 파형을 파형 세그먼트로 
바꿉니다. 



작동 기본 사항 ArbBuilder로 파형 편집 

AWG4162 Basic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문서 75 

 

 

 
 

6. Math(연산) 
파형에 대한 연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연산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4가지 연산이 

포함됩니다. Math(연산) 버튼 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연산 소스의 종류에는 Waveform Library(파형 라이브러리), Scalar Value(스칼라 값), Copy from 
clipboard(클립보드에서 복사)의 3가지가 있습니다. 

 

항목 설명 

Waveform Library 
(파형 라이브러리) 

파형의 종류에는 사인, 구형, 삼각, 펄스, 노이즈, 
지수형 증가, 지수 소멸의 7가지가 있습니다. 

Scalar Value 
(스칼라 값) 

사용자가 설정한 진폭 값입니다. 

Copy from clipboard 
(클립보드에서 복사) 

Copy(복사) 또는 Cut(잘라내기) 작업의 파형 
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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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vert(반전) . 커서 사이의 파형을 수직 방향으로 뒤집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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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irror(미러링) . 커서 사이의 파형을 수평 방향으로 뒤집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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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hift/Rotate(이동/회전) . Shift/Rotate(이동/회전)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 패널 구역의 
오른쪽에 패널이 나타납니다. 파형 표시 구역이 축소됩니다. 

 

 
 

항목 설명 

Points(포인트) 매번 이동되는 포인트 수를 설정합니다. 

Amplitude(진폭) 매번 이동되는 진폭을 설정합니다. 

Rotate(회전) 주기적으로 파형을 이동합니다. 

Horizontal Shift(수평 이동) 파형을 이동하고 0을 사용하여 파형 뒤의 
데이터를 채웁니다. 

 

 Shift left(왼쪽으로 이동)는 파형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Shift right(오른쪽으로 이동)는 파형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Shift up(위쪽으로 이동)은 파형을 위쪽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Shift down(아래쪽으로 이동)은 파형을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Shift/Rotate(이동/회전)는 대화 상자를 표시하고 Shift/Rotate(이동/회전) 기능을 똑같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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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CH2로 파형 전송 
 

1. ArbBuilder에서 Communication(통신)을 클릭합니다. 
 

 

2. Send to CH1(CH1로 전송)  또는 Send to CH2(CH2로 전송) 를 클릭합니다. 진행률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파형이 Basic으로 전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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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터치 패널 교정 
 

1. 바탕 화면에서 "Microchip AR Configuration Utility(마이크로칩 AR 구성 유틸리티)"를 두 번 
클릭합니다. 

2. "Configuration Wizard(구성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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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xt(다음)를 클릭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AR1100 Dev Kit(AR1100 개발 
키트)"를 선택합니다. 

 

 
 

4. 그러면 표시되는 아래 그림과 같은 대화 상자에서 "USB"와 "Digitizer(디지타이저)"를 선택한 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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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xt(다음)를 계속 클릭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6. 이 애플리케이션을 닫습니다. 
 

7. 바탕 화면에서 다시 "Microchip AR Configuration Utility(마이크로칩 AR 구성 유틸리티)"를 두 번 
클릭하고 "Manual Setup(수동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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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터치 패널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9. 더하기 기호를 모두 터치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애플리케이션을 닫아 교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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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설정 
 

다음 표에는 전면 패널 Default(기본값) 버튼을 누르거나 SCPI 명령 “*RST”를 전송하면 복원되는 
설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Menu(메뉴) 또는 
System(시스템) 

 
기본 설정 

Output configuration 
(출력 구성) 

Function(함수) Sine(사인) 
Frequency(주파수) 1.000 000 000 00MHz 
Amplitude(진폭) 1.000Vp-p 
Offset(오프셋) 0mV 
Symmetry (Ramp)(대칭(램프)) 50.0% 
Duty (Pulse)(듀티(펄스)) 50.0% 
Output Units(출력 단위) Vp-p 
Output Impedance(출력 임피던스) 50Ω 
Output Invert(출력 반전) Off(끄기) 
Output Noise Add(출력 노이즈 추가) Off(끄기) 
Output High Limit(출력 상한)  2.500V 
Output Low Limit(출력 하한)  -2.500V 
VOCM 0mV 

Modulation(변조) Modulation Waveform(변조 파형) 10.00kHz, Sine(사인)(FSK, PSK 제외) 
Modulation Waveform(변조 파형) 10.00kHz, Square(구형)(FSK, PSK) 
AM Depth(AM 깊이) 50.0% 
FM Deviation(FM 편차) 1.000 000MHz 
PM Deviation(PM 편차) 90.0  
FSK Hop Frequency(FSK 홉 주파수) 1.000 000MHz 
FSK Rate(FSK 속도) 10.000 000 0kHz 
PWM Deviation(PWM 편차) 5.0% 
PSK Frequency(PSK 주파수)  10.00kHz 
PSK Hop Phase(PSK 홉 위상) 90.0  

Sweep(스윕) Sweep Start Frequency(스윕 시작 주파수)  100.000kHz 
Sweep Stop Frequency(스윕 정지 주파수)  1.000 000MHz 
Sweep Time(스윕 시간)  10ms 
Sweep Hold Time(스윕 홀드 타임)  0ms 
Sweep Return Time(스윕 리턴 시간) 1ms 
Sweep Type(스윕 유형)  Linear(선형) 
Sweep Mode(스윕 모드)  Repeat(반복) 
Sweep Source(스윕 소스) Internal(내부) 
Trigger Slope(트리거 기울기) Positive(포지티브) 
Trigger Interval(트리거 간격)  1.000ms 
Input Threshold(입력 임계값) 0.00V 
Step Num(단계 번호) 1 

Burst(버스트) Burst Mode(버스트 모드)  Triggered(트리거됨) 
Burst Count(버스트 카운트)  5 
Trigger Source(트리거 소스)  Internal(내부) 
Trigger Delay(트리거 지연)  0.0ps 
Trigger Interval(트리거 간격)  1.000 000ms 
Slope(경사) Positive(포지티브) 
Input Threshold(입력 임계값) 0.00V 
Phase(위상) 0.00° 

System-related settings 
(시스템 관련 설정) 

Clock Reference(클럭 참조) Internal(내부) 
Ext Clock Rate(외부 클럭 속도) 1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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