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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임의 파형 발생기의 주요 사양 
이해하기
임의 파형 발생기(AWG)의 주요 사양을 이해하면 구매 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의 파형 발생기 유형과 메모리, 샘플링 속도, 동적 범위, 대역폭 등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본 자료에서는 임의 파형 발생기의 다양한 사양에 대해 소개하고 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메모리 크기

메모리의 크기란 사용자 정의 파형을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사양은 기가 샘플(Gsa)로 표시됩니다. 데이터는 원하는 신호에 대한 계단식 전압 표현을 
생성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로 공급됩니다. 정의된 신호를 정확하게 생성하려면  
높은 샘플링 속도와 큰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샘플링 속도 
샘플링 속도는 DAC가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샘플의 수입니다. 사양은 초당 기가 
샘플(Gsa/s)로 표시됩니다. 샘플링 속도는 임의 파형 발생기 출력 신호의 최대 주파수 요소를 
정의합니다. 샘플링 속도는 "클럭 속도"와 "샘플 액세스 속도"라는 용어로도 표현합니다. 메모리 
크기와 샘플링 속도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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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 샘플링 속도 = 실행 시간

위 공식에서 샘플링 속도가 증가하면 더 많은 메모리가 사용되고 실행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시간은 임의 파형 발생기가 생성할 수 있는 고유 파형의 총 길이를 결정합니다. 이 실행 시간 
길이는 반복 전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크기가 256 kSa이고 샘플링 속도가 64 GSa/s일 
경우 실행 시간은 4µs가 됩니다. 이는 그다지 긴 패턴이 아니며 실행 시간을 늘리려면 메모리가 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적 범위 - 수직 분해능(ADC 비트)

DAC의 출력으로, 전압에서 분해능의 수직 비트로 표현됩니다. 값은 반송파 증폭에 상대적인  
데시벨(dBc)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8비트 DAC는 2~8비트의 수직 분해능 또는 원하는 파형을  
생성하는 256가지의 전압 레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별로 임의 파형 발생기 ADC 비트 사양을 
비교할 때에는 추가된 모든 ADC 비트에 대해 수직 분해능이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역폭 
임의 파형 발생기 출력은 특정 상한 출력 주파수로 제한됩니다. 임의 파형 발생기의 대역폭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주파수 출력 범위입니다. 이 값은 "데이터율"이라고도 하며, 초당 기가 비트 수(Gb/s)로 
표시됩니다. 대역폭은 샘플링 속도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대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DAC는 메모리에서 정확하게 신호를 생성해야 하며 적어도 기간당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를 나이퀴스트 이론(Nyquist Theory)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샘플링 속도가 1 GHz이면 
DAC 출력이 500 MHz(또는 샘플링 속도의 절반)가 됩니다. 

DAC 출력 신호는 매끄러운 정현파가 아니며 메모리에서 패턴을 계단식 전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DAC 출력은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임의 파형 발생기 내에서 이 필터링은 매끄러운 정현파를 
만드는 재구성 필터를 통해 수행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필터링을 위해서는 샘플링 속도-AWG 출력 
주파수 비율에서 10%의 추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래 공식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1 GHz의 샘플링 속도의 경우 최대 임의 파형 발생기 출력 주파수는 400 MHz입니다. 

최대 임의 파형 발생기 출력 주파수 = 샘플링 속도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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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퓨리어스 없는 동적 범위(SFDR)

이 값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측정되며 선택된 주파수에서 최대 가시 스퍼(Spur) 또는 지정된 대역폭 내 
고조파까지의 거리(dB 단위)입니다. 값은 선택된 주파수 진폭에 상대적인 데시벨로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화면 중앙에 AWG 출력 주파수 예시가 나와 있으며, 왼쪽 스퍼는 해당 진폭보다 94.54 dB 
낮습니다. 

그림 1: 스퍼에 상대적인 중심 주파수

유효 비트 수(ENOB)

유효 비트 수는 DAC 비트로부터 얻습니다. 고조파, 스퓨리어스 신호 및 AWG 노이즈 플로어의 영향 
때문에 이 값은 DAC 비트보다 작습니다. 이 사양은 AWG의 대역폭에 따라 변하며 선택한 신호 출력 
주파수와 연관된 값을 보려면 아래와 같은 ENOB 대 주파수 플롯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그림 2의 
플롯은 14비트 시스템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기 SINAD(Signal To Noise And Distortion)의 
영향을 받은 후에는 1.5GHz에서 실제 분해능 비트가 약 9비트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주파수에 따른 ENOB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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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B는 신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감안한 후 AWG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사양입니다. ENOB는 측정하거나 아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SINAD는 전체 신호 대비 원치 
않는 신호 노이즈의 비율입니다.

( )10log 3 | 2 1.76
ENOB = 

20log2 6.02

SINAD SINAD − −
= 

 

 

지터 
파형의 지터는 에지와 전압 레벨의 오정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의 파형 발생기가 시스템에 
데이터 오류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지터 값은 보통 동기화 클럭과 직접 데이터 출력 간 피크-피크로 
표시됩니다.

키사이트 임의 파형 발생기 제품군
응용 분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 파형 발생기의 주요 사양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메모리, 샘플링 속도 및 실행 시간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 대역폭은 샘플링 속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샘플링 속도의 60% 정도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 ENOB는 ADC 비트보다 더 나은 분해능 표현 방법입니다.

• 진정한 신호 충실도를 위해서는 지터 사양을 확인하십시오.

키사이트 임의 파형 발생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