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사이트 33220A 
20 MHz 펑션/임의 파형 발생기

데이터시트

 – LXI Class C 사양과 완벽 호환
 – 20 MHz 사인파 및 사각파
 –  펄스, 램프, 삼각, 노이즈 및 DC 파형
 – 14비트, 50 MSa/s, 64 K-포인트 임의 파형
 – AM, FM, PM, FSK 및 PWM 변조 유형
 –  선형/로그 스위프 및 버스트 작동
 – 10 mVpp ~ 10 Vpp 진폭 범위
 –  신호 설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 모드
 – USB, GPIB 및 LAN을 통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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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션 및 파형을 위한 우수한 성능

키사이트 33220A 펑션/임의 파형 발생기는 
순수하고 왜곡이 적은 사인파를 위한 
DDS(Direct Digital Synthesis) 기법을 사용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출력 신호를 생성합니다. 
또한 최대 20 MHz의 빠른 상승 및 하강 시간을 
갖는 사각파와 최대 200 kHz의 선형 램프파도 
제공합니다.

펄스 생성

33220A는 최대 5 MHz의 가변 에지 시간 
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변적인 주기, 
펄스 폭 및 진폭을 갖춘 33220A는 유연한 
펄스 신호를 요구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맞춤형 파형 생성

33220A를 사용해 복잡한 맞춤형 파형을 생성 
하십시오. 14비트의 분해능과 50 MSa/s의 
샘플링 속도를 갖춘 33220A는 필요한 파형을 
생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에 최대 4개의 파형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키사이트 IntuiLink 임의 파형 소프트웨어는 
파형 편집기를 사용해 복잡한 파형을 쉽게  
생성하고 편집하며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오실로스코프용 IntuiLink를  
사용하면 파형을 캡처한 후 33220A로  
전송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IntuiLin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keysight.com/find/intuilink 를 
방문하십시오.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

33220A의 전면판 조작은 간단하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키를 한 번 또는 두 번만 눌러  
모든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브나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 주파수, 진폭,  
오프셋 및 기타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압 값도 직접 Vpp, Vrms, dBm 단위로  
입력하거나 높고 낮게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이밍 파라미터는 헤르츠(Hz) 또는 초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부 AM, FM, PM, FSK 및 PWM 변조로인해 
별도의 변조 소스없이 간편하게 파형을 변조할 
수 있습니다. 1 ms ~ 500 s 사이에서 스위프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형 및 로그 스위프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버스트 모드 작동을 통해 시간 간격 당 
주기의 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GPIB, LAN 및 USB 인터페이스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며, SCPI 명령을 통해 완벽한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주파수 레퍼런스(옵션 001)
33220A 외부 주파수 레퍼런스는 외부 10 MHz 
클럭, 다른 33220A 또는 키사이트 33250A와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면판이나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위상을 조정할 수 
있어 정밀한 위상 교정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측정 특성

파형
표준  사인파, 사각파, 램프,   
  삼각파, 펄스, 노이즈, DC
내장 임의 파형 지수형 상승, 지수형 하강,  
  부극성 램프, Sin(x)/x,   
  Cardiac

파형 특성 
사인파
주파수 범위 1 µHz ~ 20 MHz
진폭 편평성[1], [2]

                        (1 kHz에 비례해) 
 < 100 kHz   0.1 dB 
 100 kHz ~ 5 MHz  0.15 dB  
 5 MHz ~ 20 MHz   0.3 dB
고조파 왜곡[2], [3] 
  < 1 VPP ≥ 1 VPP 
 DC ~ 20 kHz  –70 dBc –70 dBc 
 20 kHz ~ 100 kHz  –65 dBc –60 dBc 
 100 kHz ~ 1 MHz  –50 dBc –45 dBc 
 1 MHz ~ 20 MHz  –40 dBc –35 dBc
총 고조파 왜곡[2], [3]

 

 DC ~ 20 kHz  0.04 %
스퓨리어스(비고조파) [2], [4] 
 DC ~ 1 MHz  –70 dBc 
 1 MHz ~ 20 MHz  –70 dBc + 6 dB/옥타브
위상 노이즈  
  (10 kHz 오프셋) –115 dBc / Hz(일반)
사각파
주파수 범위 1 µHz ~ 20 MHz
상승/하강 시간  < 13 ns
오버슈트  < 2 % 
가변 듀티 사이클 20 % ~ 80 % (~ 10 MHz) 
  40 % ~ 60 % (~ 20 MHz)
비대칭 (50 % 듀티에서)  
  주기의 1 % + 5 ns
지터(RMS) 1 ns +  
  주기의 100 ppm
램프, 삼각파
주파수 범위 1 µHz ~ 200 kHz
선형성  < 피크 출력의 0.1 %
가변 대칭 0.0 % ~ 100.0 %
펄스
주파수 범위 500 µHz ~ 5 MHz
펄스 폭  최소 : 20 ns  
  (주기 ≤ 10초) 분해능 : 10 ns
가변 에지 시간  < 13 ns ~ 100 ns 
오버슈트 < 2 % 
지터 (RMS) 300 ps +  
  주기의 0.1 ppm
 
 
 
 
 
 
 
 
 
 

노이즈
대역폭  9 MHz(일반)
임의
주파수 범위 1 µHz~ 6 MHz
파형 길이 2 ~ 64 k-포인트
진폭 분해능  14 비트 (기호 포함)
샘플링 속도 50 MSa/s
최소 상승/하강 시간 35 ns(일반)
선형성  < 피크 출력의 0.1% 
안정화 시간  < 250 ns ~ 최종 값의  0.5% 
지터 (RMS) 6 ns + 30 ppm
비휘발성 메모리  파형 4개

공통 특성
주파수  
정확도[5] 90일 이내 
  ± (10 ppm + 3 pHz) 
  1년 이내 
  ± (20 ppm + 3 pHz) 
분해능   1 µHz
진폭
범위   10 mVPP ~  10 VPP  
  (50 Ω에서) 
  20 mVPP ~ 20 VPP  
  (개방형 회로에서)

정확도[1], [2] (1 kHz 에서)  설정의 ± 1%  
  ± 1 mVPP
단위  VPP, Vrms, dBm
분해능  4 디지트
DC 오프셋
범위 (피크 AC + DC) ± 5 V(50 Ω에서) 
  ± 10 V(개방형 회로에서)

정확도[1], [2]  오프셋 설정의 ± 2%  
   진폭의 ± 0.5% 
   ± 2 mV
분해능 4 디지트
주 출력
임피던스 50 Ω(일반) 
절연  접지에서 최대 42 Vpk  
보호 회로 단락 보호,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주 출력 차단

외부 주파수 레퍼런스(옵션 001)
후면판 입력
 고정 범위  10 MHz ± 500 Hz
 레벨 100 mVPP ~ 5 VPP
 임피던스  1 kΩ(일반),  
  AC 커플링됨 
 고정 시간  < 2 초

후면판 출력
 주파수  10 MHz
 레벨  632 mVPP  
  (0 dBm), 일반
 임피던스 50 Ω(일반),  
  AC 커플링됨

위상 오프셋
 범위  +360° ~ -360°
 분해능  0.001°
 정확도  20 ns

변조
AM
 반송파 파형 사인파, 사각파, 램프, 
  임의파형

 소스  내부/외부
 내부 변조  사인파, 사각파, 램프, 
  삼각파, 노이즈, 임의파형 
  (2 mHz ~ 20 kHz)
 깊이  0.0 % ~ 120.0 %
FM
 반송파 파형 사인파, 사각파, 램프, 
  임의파형

 소스  내부/외부
 내부 변조  사인파, 사각파, 램프,  
  삼각파, 노이즈, 임의파형 
  (2 mHz ~ 20 kHz)
 편차  DC ~ 10 MHz
PM
 반송파 파형 사인파, 사각파, 램프, 
  임의파형

 소스  내부/외부
 내부 변조  사인파, 사각파, 램프,  
  삼각파, 노이즈, 임의파형  
  (2 mHz ~ 20 kHz)
 편차 0.0 ~ 360.0 도
PWM
 반송파 파형 펄스

 소스  내부/외부
 내부 변조  사인파, 사각파, 램프,  
  삼각파, 노이즈, 임의파형  
  (2 mHz ~ 20 kHz)
 편차 펄스 폭의 0 % ~ 100 % 
FSK
 반송파 파형 사인파, 사각파, 램프, 
  임의파형

 소스  내부/외부 
 내부 변조 50 % 듀티 사이클 사각파  
  (2 mHz ~ 100 kHz) 
외부 변조 입력[6]  
 (AM, FM, PM, PWM용)
 전압 범위 ± 5 V 풀 스케일 
 입력 임피던스 5 kΩ(일반)
 대역폭 DC ~ 2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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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
 파형 사인파, 사각파, 램프,   
  임의파형

 유형  선형 또는 로그
 방향  위 또는 아래
 스위프 시간 1 ms ~ 500 s
 트리거  단일, 외부 또는 내부
 마커 싱크 신호의 하강 에지 
  (프로그래밍 가능한 주파수)
 
버스트[7]

파형 사인파, 사각파, 램프,   
  삼각파, 펄스, 노이즈,   
  임의파형

유형 계수형(1 ~ 50,000주기),  
  무한, 게이팅
시작/중지 위상  –360° ~ +360°
내부 주기  1 µs ~ 500 s 
게이트 소스  외부 트리거
트리거 소스 단일, 외부 또는 내부

트리거 특성

트리거 입력
 입력 레벨 TTL 호환
 기울기 상승 또는 하강(선택 가능)
 펄스 폭 > 100 ns
 입력 임피던스 >10 kΩ, DC 커플링됨
 지연 시간 < 500 ns
 지터(rms) 6 ns(펄스의 경우 3.5 ns)
 트리거 출력
 레벨 TTL 호환(≥ 1 kΩ을 향함)
 펄스 폭 > 400 ns
 출력 임피던스 50 Ω(일반)
 최대 속도 1 MHz
 팬아웃 키사이트 33220A 4개 이하

프로그래밍 시간(일반)
구성 시간 
  USB LAN GPIB
 기능 변경 111 ms 111 ms 111 ms
 주파수 변경 1.5 ms 2.7 ms 1.2 ms
 진폭 변경 30 ms 30 ms 30 ms
 사용자 임의  124 ms 124 ms 123 ms 
   파형 선택    
임의 파형  
다운로드 시간 
(2진수 전송) USB LAN GPIB
 64 k-포인트 96.9 ms 191.7 ms 336.5 ms
 16 k-포인트 24.5 ms 48.4 ms 80.7 ms
   4 k-포인트 7.3 ms 14.6 ms 19.8 ms

일반

전원 공급기                        CAT II 
                             100 - 240 V @   
                             50/60  Hz(–5 %, +10 %) 
                             400 Hz에서 100 - 120 V 
                             (±10 %)  
소비 전력                           최대 50 VA 
작동 환경                            IEC 61010 
                                       오염 등급 2 
                                       실내 위치
작동 온도                            0 ~ 55 °C
작동 습도                            5% ~ 80% RH(비응결)
작동 고도                            최대 3000 m
보관 온도                            –30°C ~ 70 °C
상태 저장 메모리                전원을 끄면 자동으로 상태  
                                       저장,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상태 4개 저장
인터페이스                         USB, GPIB 및 LAN 표준
언어                                    SCPI - 1993,  
                              IEEE-488.2
크기 (W x H x D) 
 벤치탑                           261.1 mm x 103.8 mm  
                                       x 303.2mm 
 랙 장착                          212.8mm x 88.3mm  
                                       x 272.3mm
무게                                    3.4 kg (7.5 lbs)
안전 설계 기준                    UL-1244, CSA 1010,   
                                       EN61010
EMC 테스트 기준              MIL-461C, EN55011,  
                                       EN50082-1
진동 및 충격                       MIL-T-28800, 유형 III,  
                                       등급 5
소음                                    30 dBa
예열 시간                            1 시간
보증                                    1 년 표준

각주

[1] 18°C ~ 28°C의 실외에서 작동하는 경우 1°C 당  
 출력 진폭 및 오프셋 사양의 1/10 추가 
[2] 자동 범위조정 활성화된 상태 
[3] DC 오프셋은 0 V로 설정됨 
[4] 저진폭에서의  스퓨리어스 출력은 일반적으로 -75dBm 
[5] 18°C ~ 28°C의 실외에서 작동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1°C 당 1 ppm 추가 
[6] FSK는 트리거 입력을 사용(최대 1MHz) 
[7]  

 

6 MHz를 넘는 사인파 및 사각파는 "무한" 버스트    
 카운트를 통해서만 허용됨

키사이트 33220A
20 MHz 펑션/임의 파형 발생기

포함된 액세서리
작동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퀵 레퍼런스 가이드, 
IntuiLink 파형 편집기 소프트웨어, 테스트 데이터, 
USB 케이블 및 전원 코드(언어 옵션 참조)

옵션
옵션 001 외부 타임베이스 레퍼런스  
옵션 A6J ANSI Z540 교정  
옵션 AB0 대만 : 중국어 매뉴얼 
옵션 AB1 한국 : 한국어 매뉴얼 
옵션 AB2 중국 : 중국어 매뉴얼 
옵션 ABA 영어 : 영어 매뉴얼 
옵션 ABD 독일 : 독일어 매뉴얼 
옵션 ABF 프랑스 : 프랑스어 매뉴얼 
옵션 ABJ 일본 : 일본어 매뉴얼

기타 액세서리
34131A 휴대 케이스  
34161A 액세서리 파우치 
34190A 랙 장착 키트 
34191A 이중 플랜지 키트, 2U 
34194A 이중 잠금 링크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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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ysight.com/find/service
키사이트 서비스는 계측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계획 단계부터 
리뉴얼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서비스(원스톱 교정, 수리, 자산 관리, 
테크놀로지 리프레쉬, 컨설팅, 교육 등)를 통해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키사이트 보장 프로그램
www.keysight.com/find/AssurancePlans
최대 10년간의 제품 보호를 통해 갑작스러운 예산 지출을 피하고 사양에 
따른 계측기의 작동을 보장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 채널 파트너
www.keysight.com/find/channelpartners
키사이트의 측정 전문기술 및 광범위한 제품이 채널 파트너의 편의성과 
결합되었습니다.

본사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20층 

 (신송 센터빌딩)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33 
전화 |  1588-5522 
팩스 |  2004-5522

계측기 고객 센터 
전화 |  080-769-0800 
팩스 |  080-769-0900

기술지원부 
어플리케이션 및 교육 관련 문의 
전화 |  (02)2004-5212 
팩스 |  (02)2004-5199

대전사무소 
주소 |  대전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빌딩 15층 
전화 |  (042) 489-7950 
팩스 |  (042) 489-7946

대구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18층 (영남타워) 
전화 |  (053)740-4900 
팩스 |  (053)740-4989

온라인 문의 : 
www.keysight.com/find/contac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