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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측정기기를 구입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장비를 보다  안전하고 오랜 기간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음 사

항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안 전 규 칙  

장비 사용 안전 규칙 

보통, 측정용 장비사용은 일정한 전압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적 충격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

다. 10mA  정도의 전류가 인체에 충격을 주게 되면,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더욱더 위험스러운 점은 치명적

인 전류를 발생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의

가 필요합니다. 

DC60V 또는 AC30V(rms)의 낮은 전압도  어떤 회로 조

건하에서는 치명적인 전류를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심장으로 부터 멀리 

하도록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습관화 한다면 고압 부위와  

불의의 접촉 시 치명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장비를 설치 또는 사용 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 주의” ,“ 경고”  문구를 유념하기 바랍니다. 

2. 장비의 덮개나 밑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분리하고, 고압회로상에서 측정을 위한 연

결 작업 시에는 필히 장비본체의 전원을 끄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장비 내부의 부

품 및 회로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교정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 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3. 서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바닥에 절연판을 깔고 실시하고, 장비도 절연판 위에 놓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연판이 물에 젖거나 습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4. 3 선으로된 AC 전원코드의 제품은 필히 3 구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장비의 덮개나 여타 노출된 부품을 접지상태로 유지하게 되어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5. 가능하다면 피측정장비의 사용법이나 작동원리를 사전 파악하고, 또한 고압부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장난 장비로부터는 불의의 고압이 발생될 수 있으니 항

상 주의 하여야 합니다. 

6. 장비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장비내의 전원 공급회로(전원 트랜스포머, 전원 스위

치, 휴즈, 전원소켓 등)상에 전원 전압이 잔존 할 수 도 있으니 접촉을 피하기 바랍니

다. 

7. 혼자서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급 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서 응급 처치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여, 응급 사태 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생활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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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취급 시 과도한 충격을 피하여 주십시오. 

 

 본 측정기의 사용 온도 범위는 0 °C ~ 40 °C(측정오차 보장온도: 23°C ~ ± 5°C) 

이며, 사용 가능한 습도(상대습도)는 85%RH 이내 입니다.  

 

 직사광선, 급격한 온도변화, 고습도, 먼지, 강력한 자장 내 사용을 삼가 해  

주십시오. 

 

 본 측정기 사용 전에는 약 30 분 정도 예열 후 사용 하십시오. 

 

 입력 전원 전압(AC220V)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휴즈 교환 시에는 반드시 정격을 확인하고 교환 하십시오. 

 

 본 측정기의 내부 회로, 외부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외부에 부착된 스티커 파손 및 내 / 외부 변경 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30 일)으로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리 및 재 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 당사(구입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품 질 보 증 

본 제품의 보증기간은 최초 구입일 부 터 1 년 입니다. 

구입일 부 터 1 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사 및 

판매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과 사용자 부주의 또는 천재 지변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 일지라도 유상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

다. 자세한 사항 또는 보증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고객께서

는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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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적 사항 

1. 제품 개요   

본 함수발생기 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 주파수 대역은 0.01Hz - 10MHz(정현파), 0.01Hz – 2MHz(삼각파, 구형파,    

펄스파),  0.01Hz – 500KHz( 램프파) 입니다. 

 출력 파형은 정현파,삼각파,구형파,램프(RAMP)파,펄스파등으로 가변할수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모듈레이션은 AM, FM, PM, FSK등의 출력이 가능하며 모듈레이션 입력신호와 Index

값 설정에 의해 출력 모듈레이션 파형에 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SWEEP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SWEEP에 대한 설정은 SWEEP Time, SWEEP Start주파수, SWEEP Stop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Trigger기능 : Trigger입력신호와 동기된 출력신호를 발생시켜줍니다. 

 Gate기능 : Gate입력신호로 출력신호를 통과, 차단이 가능합니다. 

 

  
2. 전기적 사양 

 
출력특성  

 

파형특성： 

파형종류： 사인파, 구형파, 삼각파, 램프파, Pulse, DC 

Harmonic distortion : <-46dBc(<5%) (10mHz to 20kHz) 

                          <-40dBc(<1%) (20kHz to 3MHz) 

                          <-30dBc(<3%) (3MHz to 20MHz) 

Total distortion：  ≤1 10Hz～100kHz, ≥100mVrms） 

Pulse, Square ： Rise/Fall time：≤ 20ns   

Over pulse : <5% (Vout > 200mV) 

   Asymmetry  : 50% ±(5%± 10nS),   

Pulse Width : 100nSec to 80Sec 

    Triangle, Ramp Linearity : ≤1％to 10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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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특성： 

주파수범위 : 

사인, 구형파   : 10mHz ~ 20MHz 

펄스파  : 10mHz ~ 5MHz  

삼각파  : 10mHz～ 2MHz  

램프파   : 10mHz ~ 500kHz 

주파수 최소편자 : 0.01Hz 

주파수 정밀도 : ±10ppm  

주파수 안정도   : ±10×10-6/ 3hrs 

 

진폭특성： 

진폭범위 :   20mVpp～20Vpp(개방회로), 10mVpp～10Vpp(50 옴 부하시) 

최소편차 :   1mV(20mVpp~200mVpp), 

10mV(0.21Vpp~2Vpp),  

100mV( 2.1Vpp~20Vpp) 

정밀도  :  Sine: (1%　x 진폭) , 기타파형 : ±(4%x 진폭) 

안정도 : ±5%/ 3 hrs 

편평도 : ±0.2dB (100kHz까지),  

±0.5dB (2MHz까지), 

+0.5dB/-3dB (20MHz까지) 

출력 임피던스 :50Ω 

 

옾셑 특성：（ ） 

 옾셑 범위：-10V to +10V   :  (옾셑 + 진폭)  < 2.1 ~20V (개방회로)  

           -1.0V to +1.0V : (옾셑 + 진폭)  <0.21~2V (개방회로)  

           -100mV to +100mV : (옾셑 + 진폭)  < 0.02~0.2V 

(개방회로) 

 

스위프 특성：  

     스위프 형태   : 선형 

     스위프 시간   : 10ms to 100S 

     스타트/스톱주파수  : 10mHz ~ 최대주파수 

     스위프 출력:  - 출력전압  : 0~5V(램프파형) 

                   - 출력저항 : 1k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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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레이션 특성：  

    * AM :  반송파형 : 사인, 구형파, 펄스, 삼각파, 램프 

                  모듈레이션 심도 : 0%~100% 

    * FM    : 반송파형 : 사인, 구형파, 펄스, 삼각파, 램프 

    주파수 범위: 10mHz ~ 최대주파수 

    * PM   :  반송파형 : 사인, 구형파, 펄스, 삼각파, 램프 

                 위상범위  : 0~360 degree 

    * FSK  :  반송파형 : 사인, 구형파, 펄스, 삼각파, 램프 

    * 외부 모듈레이션 입력  

                  - 입력전압범위  : ± 5V Full scale 

                 - 입력저항    : 5kΩ 

                  - 입력주파수범위 : DC to 20kHz 

 

  게이트 & 트리거 특성：  

    * 게이트파형  : 사인, 구형파, 펄스, 삼각파, 램프 

    * 게이트 소스 : 외부 입력 

    * 트리거(버스트) 파형: 사인, 구형파, 펄스, 삼각파, 램프 

    * 트리거 소스 : 외부 입력 

    * 외부 게이트, 트리거 입력 

                - 입력레벨 : TTL-Compatible 

              - 입력저항 : > 2k　 

                - 주파수범위 : <500kHz 

    * 트리거 출력 

                 - 출력레벨 : TTL-Compatible 

                 - 출력저항 : 1k　 

    

 

 

 

 

   3. 일 반 적  사 양  
1) 사용전압 및 퓨즈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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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퓨즈 소모전력(최대) 

103 ~ 126V AC(50/60Hz) F 0.5A 250V 20W 

206 ~ 252V AC(50/60Hz) F 0.25A 250V 20W 

 제품 출하시 전원은 230V로 고정 되어 있으며, 전원 전압 선택(115V)은 제품내부의 연결  

단자의 설정을 변경 하여야 합니다.  

     3) 동  작    환   경  

        온   도  :  0℃ ∼ +40℃(전기적 사양은 23℃ ±5℃ 의 온도 조건에서의 사양임) 

                  습   도  : 85 % 이하 

     4) 보  관   환   경  : -20℃ ∼ +70℃ 

                           : 85 % 이하 

     5) 외  형    치  수  : 240(폭)×90(높이)×280(깊이) (mm) 

     6) 무            게   : 약 3.0 Kg 

 

 
     4. 제공되는 부속품 
 
        ① 사용자 매뉴얼 ---------------------------------------------------------- 1권  
    
 ② BNC 케이블 ----------------------------------------------------------- 1개  
    
 ③ 전  원 코 드 ------------------------------------------------------------ 1개  
    
 ③ 예비휴즈 ---------------------------------------------------------------- 1개  

 

 

 ** 이상에서 언급된 전기적 사양 등의 모든 내용은 품질개선의 목적으로 고객 여러     

    분께 개별적인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수도있습니다. 

 

 

 

 

 

 

 

 

 

 

제 2 장  장 비 의 설 치 
 

       이 장에서는 본 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그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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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전 초기상태검사, 사용준비, 사용전압선택, 반송을 위한 포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설치 전 초기 상태 검사 실시 
 

1) 먼저 운반용 포장 상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요. 
 

2)만약 포장 박스나 내부 완충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본 장비의 기구적 외관이 

나 전기적 사양이 정상적으로 확인되고, 앞장에서 열거된 무료로 제공되는 부속품 

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될 때 까지는 손상된 포장 박스와 내부 완충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여 주십시요. 
  

 3)성능이상이나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하신곳에 연락하여 주시면 신속 

    /정확/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4) 또한 포장 박스나 완충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엔 해당 운송자에도 동 내용을 통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물품 (장비본체/부속품/포장박스/완충물)을 운송자 

       의 검사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2. 사 용 준 비 
   

   본 장비는 AC 전원에 의해 작동되므로 알맞는 공급원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압범위  : AC 230V (±10%) 
       주 파 수  : 50㎐/60㎐ 공용 

       소비전력  : 최대 20W 
 

 

 

 

 

 

 

 

 

 

   3. 전원전압 연결 
본 장비는 접지 단자가 있는 전원 코드를 사용하여, 접지단자가 연결된 AC 220V 50-60Hz

의 전원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접지단자가 없는 전원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 장비의 

뒷면에 있는 접지단자를 접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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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본 장비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스위치를 켜기전에 장비의 사용 전압과 공급되는 전압

이 일치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 휴즈는 반드시 정해진

전류와 전압에 맞는 정격의 것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4. 사용환경 
      ① 사용온도 : 0  - 40℃의 온도조건에서 사용 가능하나 규격 보장온도는 23℃±5℃  

                   입니다 

      ② 사용습도: 상대습도 85%이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습도  

                  내에서도 급속한 온도변화가 있을 경우엔 장비내부에 서리(수분응 

                  축수)가 생길 수 있으니 급속한 온도변화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관환경 
       본 장비의 보관환경은 다음과 같으며, 이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① 보관온도 : -20℃ ∼ +70℃ 

      ② 보관습도 : 상대습도 85% 이하 

 

 

 

 

 

 

 

 

 

 

 

 

 

 

 

 

제 3 장 각조절기능 설명 
   1. 전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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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전 면 판 

 

 전원스위치 

스위치를 누르면(Push in) 전원이 켜기고, 다시 한번 누르면(Pull out) 

전원이 꺼집니다.. 
 

       출력상태 값 표시기(7-SEG) 

선택된 출력의 상태 값(출력주파수, 진폭)을  표시 합니다. 
 

 출력상태 값 단위 표시기 
출력 상태 값의 단위(MHz 또는 Hz, V 또는 mV등등)을 표시합니다. 
 

 출력단자 

          본기기에서 발생되는 신호가 출력되는 곳입니다. 
 

 주파수, 진폭 설정 선택 스위치 

   설정하고자 하는 값에 대한 선택을 담당하는 스위치입니다. 

         (선택된 스위치 후면에 Lamp가 켜집니다.) 

 

 파형, 기능 선택 스위치 

    파형선택과 기능(모듈레이션 및 스위프)을 선택하는 스위치 입니다..  

(선택된 스위치 후면에 Lamp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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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스위프 선택 스위치 

    게이트 조건 설정 및 스위프에 대한 설정을 선택하는 스위치 입니다..  

(선택된 스위치 후면에 Lamp가 켜집니다.) 

 

 숫자, 단위 입력 스위치 

   설정하고자 하는 값에 숫자 및 단위 입력 스위치 입니다. 

 

 방향 스위치 

   출력상태 값 조절 커서의 방향을 좌,우로 이동하는 스위치 입니다. 
 

 인코더 회전 스위치 

설정 값을 증가, 감소 시키기 위하여 회전시키는 회전 스위치 입니다. 

 

 

 

 

   2. 후면판 

 

 
【그림 2】 후 면 판 

 

 

 전원코드연결구 

         전원코드를 연결할 때 안전하게 안으로 밀어 넣어 밀착 시키십시요. 
 

       휴즈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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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입력전압 선택 스위치 

교류 입력 전압을 선택합니다. 
 

 접지 터미널 

          접지 선을 연결합니다. 
 

 방열 팬 

    

 스위프 출력 단자 

   스위프 진행 시간에 비례한 램프신호를 출력하는 단자입니다. 

 

 트리거 출력 단자 

  출력신호에 동기된 TTL Level의 펄스파형 출력 단자 입니다. 

 

 모듈레이션, 게이트, 트리거 입력단자 

  모율레이션, 게이트, 트리거입력 신호 공용 입력 단자 입니다. 

 

 

 

 

 

 

- 주    의 - 

                                        

          장비를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하시는 전압과 장비의 전압선택이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4 장 작동방법 및 순서 

 
  1. 측정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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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실로 스코프 : 주파수 대역 20㎒ 이상의 것 

     (2) 주파수 측정기 : 측정주파수 대역 20㎒ 이상의 것 

     (3) 왜율분석기    : 0.01 % 이상,100KHz 이상의 것 

     (4) BNC 케이블   : 50Ω 

     (5) TERMINATION : 50Ω 
 

   2. 자체점검 

 
(1) 전원을 켜기전에 전원전압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십시요  

     (2) 주파수 범위 선택스위치 를 선택합니다. 
     (3) 파형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정현파 ,삼각파 ,혹은 구형파를 선택합니다. 
     (4) 증폭도 가변스위치를 중간으로 놓습니다. 
     (5) 전원스위치를 눌러 장비의 작동을 준비합니다. 장비출력신호가 안정되기 까지  

        약 30분 정도의 예열시간을 주십시요.  
           (6) 파형선택스위치 를 이용하여 정현파 ,삼각파,및 구형파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지를 확인합니다. 
 

3.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 기본 설정 

 
(1) 출력파형을 선택합니다. 

  파형선택 스위치를 눌러서 출력하고자 하는 

파형을 선택합니다.(선택된 파형의 스위치 후면에 Lamp가 켜져서 선택된 파형

을 알 수 있습니다.) 

 

(2)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주파수 설정 스위치를 눌러서 주파수 설정을 선택합니다.(Freq Lamp가 켜졌음

을 확인) 
주파수 선택은 숫자스위치를 누르고 단위 스위치를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과, 회전 인
코더 스위치를 돌려서 주파수를 설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전 인코더 스위치를 돌리면 현재 설정하는 위치의 숫자가 깜빡여서 조정하는 위치

를 알려주며  스위치를 이용하여 커서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출력 전압을 설정합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출력 전압조정을 선택합니다.(Ampl. Lamp가 켜졌음을 확인) 
숫자 및 단위 스위치 또는 회전 인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출력전압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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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옾셑을 설정합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옾셑 조정을 선택합니다.(Offs. Lamp가 켜졌음을 확인) 
숫자 및 단위 스위치 또는 회전 인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옾셑값을 설정합니다. 

  
(5) 출력 모드를 설정합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연속된 출력상태를 선택합니다.(Lamp 켜졌는가 확인) 

스위치를 눌러서 출력이 나가도록 합니다.(Lamp 켜졌는가 확인) 
 

 
 

 

 

 

 

 

 

 

 

 

 

 

 

【그림. 3】 출력파형 및 위상관계 

 
* 참조 (보조설명) 
  다음 사항들은 본장비의 적절한 동작을 위해 기초가 되므로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출력단자의 임피던스는 50Ω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장비의 출력은 어떤 임피던스를 

가진회로, 장비든지 연결이 가능하나, 출력레벨은 종단 임피던스에 비례하여 바뀝

니다. 본 장비의 출력이 50Ω의 입력 임피던스를 갖는 피측정체에 연결될때는, 피측

정체의 입력 임피던스로 종단 되므로 임피던스 결합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대부

분의 회로내에서 시험위치의 임피던스는 높으므로(500Ω이상), 시험위치에   신호를 

공급하는 동안에 출력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T자형 콘넥터를 사용하여 

50Ω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여 임피던스 결합을 시켜 사용하십시오.  

     또한 신호가 인가되는 지점의 직류전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DC OFFSET을 조절하여 

     회로의 직류전압과 일치 시키거나, 50Ω부하에 걸리는 직류전압을 제거하기 위해 

     콘덴서를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높은 출력 주파수 및 구형파를 사용할때는 RINGING 현상을 줄이기 위해 50Ω으로 임

펄스파             0V 

삼각파             0V 

 

정현파             0V 

구형파             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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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던스를 결합 시켜주고, 가능한 연결 케이블을 짧게 사용하십시오. 

 

 출력레벨을 정확히 맞추려면 오실로스코프 또는 레벨메터를 사용하여 레벨을 측정

하여 사용하십시오.  
 
4. 펄스 파형 발생(PULSE GENERATION) 

구형파가 +/- 전압을 상위, 하위 구간으로 출력하는데 비해 펄스파는 하위 구간을 
0V 로 출력합니다. 또한 구형파가 상위 하위 구간의 비율이 50:50 인데 비해 펄스

파는 펄스의 상위구간의 폭을 0.1us 부터 현재 출력의 한주기의 8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스위치를 눌러서 펄스파형이 출력되도록 선택합니다.  

(2)   스위치를 눌러서 펄스 폭 조정을 선택합니다.(Offs Lamp 켜졌음을 확인) 
(3) 숫자 및 단위 스위치 또는 회전 인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펄스 폭값을 설정합니다. 
 

5. 스위프 파형 발생(SWEEP GENERATOR) 
스위프 파형은 설정한 스위프 시간동안 스위프 시작주파수부터 스위프 

종료 주파수까지를 변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1) 스위치를 눌러서 스위프 모드를 선택합니다.(Lamp가 켜졌음을 확인) 

(2) 스위치를 눌러서 스위프 시간을 설정합니다. 

(3) 스위치를 눌러서 스위프 시작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4) 스위치를 눌러서 스위프 종료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6. Trig. 기능 

(1) 후면에 위치한 Gate/Trig.입력단자로 TTL Level의 펄스를 인가합니다 

(2) 스위치를 눌러서 트리거 모드를 선택합니다.(Lamp가 켜졌음을 확인) 

(3) 트리거 입력펄스의 상승위치에 동기된 출력파형이 출력됨을 확인합니다 

 

 
7. Gate 기능 

 
(1) 후면에 위치한 Gate/Trig.입력단자로 TTL Level의 펄스를 인가합니다  

(2) 스위치를 눌러서 게이트모드를 선택합니다.( Lamp가 켜졌음을 확인) 
(3) 게이트 신호이 상위구간에서만 출력이 나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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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M 모듈레이션 기능 

AM 모듈레이션은 후면판의 모듈레이션 입력의 진폭에 비례하여 출력신호

의 진폭이 증가혹은 감소하는 모듈레이션 입니다. 외부에서 인가해 주는 모
듈레이션 입력신호와 함께 내부에서 설정해 주는 인덱스 값에 의해 모듈레

이션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후면판의 Modulation 입력단자에 모듈레이션 신호를 인가합니다.  

(2)   스위치를 눌러서 AM 모듈레이션을 선택합니다.(Lamp 켜졌음을 확인) 

(3)  스위치를 눌러서 모듈레이션 인덱스 설정을 선택합니다.(Lamp켜짐.) 
(4) 숫자 및 단위 스위치 또는 회전 인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모율레이션 인덱스 값을 

설정합니다.(AM 모듈레이션 인덱스의 단위는  %인데 스위치를 눌러 지정합

니다.) 
 

9. FM 모듈레이션 기능 
FM 모듈레이션은 후면판의 모듈레이션 입력의 진폭에 비례하여 출력신호

의 주파수 값이 증가혹은 감소하는 모듈레이션 입니다. 외부에서 인가해 주
는 모듈레이션 입력신호와 함께 내부에서 설정해 주는 인덱스  주파수값에 
의해 모듈레이션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주파수 값은 현재 주
파수에서 진폭의 최대 편차가 발생했을 때 변할 수 있는 주파수의 값을 설정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파수가  100KHz 일 때 인덱스주파수를 50KHz 로 설정하면 외부 입
력의 진폭에 따라서 최대 50KHz~150KHz 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
부 입력신호가 작으면 주파수 변화의 폭은 줄어듭니다. 

 
(1) 후면판의 Modulation 입력단자에 모듈레이션 신호를 인가합니다 . 

(2)  스위치를 눌러서 FM모듈레이션을 선택합니다(Lamp가 켜졌음을 확인).  

(3)  스위치를 눌러서 모듈레이션 인덱스 설정을 선택합니다.(Lamp켜짐.) 
(4) 숫자 및 단위 스위치 또는 회전 인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모율레이션 인덱스 값을 

설정합니다.(FM 모듈레이션 인덱스의 단위는  주파수이므로 단위 스위치를 눌러 
인덱스 주파수 값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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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M 모듈레이션 기능 
PM 모듈레이션은 후면판의 모듈레이션 입력의 진폭에 비례하여 출력신호

의 위상이 증가혹은 감소하는 모듈레이션 입니다. 외부에서 인가해 주는 모
듈레이션 입력신호와 함께 내부에서 설정해 주는 인덱스  위상값(각도 : 
Degree)에 의해 모듈레이션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후면판의 Modulation 입력단자에 모듈레이션 신호를 인가합니다.  

(2)  스위치를 눌러서 PM모듈레이션을 선택합니다(Lamp가 켜졌음을 확인) 

(3)  스위치를 눌러서 모듈레이션 인덱스 설정을 선택합니다.(Lamp켜짐) 
(4) 숫자 및 단위 스위치 또는 회전 인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모율레이션 인덱스 값을 

설정합니다.(PM 모듈레이션 인덱스의 단위는  Degree인데 스위치를 눌러 지
정합니다.) 

 
11. FSK 모듈레이션 기능 

FSK 모듈레이션은 후면판의 모듈레이션 입력의 High 구간과 Low 구간에서 서
로다른 주파수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모듈레이션입니다. 현재의 출력 주파수 값
과 인덱스 값으로 설정하는 주파수의 값이 모듈레이션 입력의 High 구간과 Low
구간에서 교대로 출력됩니다. 

 
(1) 후면판의 Modulation 입력단자에 펄스형태의 모듈레이션 신호를 인가합니다.  

(2)  스위치를 눌러서 FSK모듈레이션을 선택합니다(Lamp가 켜졌음을 확인) 

(3)  스위치를 눌러서 모듈레이션 인덱스 설정을 선택합니다.(Lamp켜짐) 
(4) 숫자 및 단위 스위치 또는 회전 인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모율레이션 인덱스 값을 

설정합니다.(FSK 모듈레이션 인덱스의 단위는  주파수이므로 단위 스위치를 눌러 
인덱스 주파수 값을 지정합니다.) 

 
 
 

12. Invert 기능 
Invert 기능은 현재의 출력신호를 상,하 반전시키는 기능입니다. 사인파나 구형파, 삼각파

의 경우는 상하,좌우 대칭이므로 Invert 기능을 구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없지만, 펄스파와 램프파에서는 상하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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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치를 눌러서 출력신호를 반전 시킵니다.(Lamp 켜졌음을 확인) 

(2)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Lamp가 꺼지며 반전이 해제됩니다. 
 
13. 출력 차단 기능 

 
출력이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다시 출력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1)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Lamp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2) Lamp가 켜진상태가 출력이 나가는 상태이고, Lamp가 꺼졌을 때가 출력이 차단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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