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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발생기

DDS 임의 함수 발생기

GD-2000N 시리즈

 특 징

새로운 Protek GD-2000N 시리즈는 함수발생기, 임의파형발생기, 펄스발생기, 고조파 발생기 아날로그/디지털 변조장치, 주파수카운

터 등 여러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신호 발생기로, 편리하고 손 쉬운 신호 발생 과 함께 깨끗하고 정확한 신호 출력이 가능 합니다. 또한, 동

일한 성능과 설계를 통해 완벽한 듀얼 출력과 함께, 500MSa/s의 빠른 샘프링속도와 32Mpts의 임의 파형을 구현 함으로써, 8인치 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채택 손쉬운 인터페이스 환경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측정 환경을 제공 합니다.

구 분
기본 사양

Protek GD-2082N Protek GD-2122N Protek GD-2162N

최대 출력 주파수 80MHz 120MHz 160MHz

최대 샘플링 500MSa/s

출력 포트 수 듀얼 출력 포트

파형 저장 크기 Max 32Mpts

수직 축 분해능 16 bit

디스플레이 8인치 와이드 TFT 디스플레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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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모델명 GD-2082N GD-2122N GD-2162N

출력 포트 수 2 개 (듀얼 출력)

최대 출력 주파수 범위 80MHz 120MHz 160MHz

실시간 샘플링 500MS/s

출력 파형 종류 Sine, Square, Ramp, Harmonic, Pulse,Noise,DC, Arbitrary Waveforms

동작 모드 Output Gate, Continuous, Modulate, Frequency Sweep, Burst

Modulation 타입 AM,FM,PM, ASK,FSK,PSK,PWM,QAM,BPSK,QPSK,OSK,SUM

출력 파형 주파수 특성

Sine 1µHz～80MHz 1µHz～120MHz 1µHz～160MHz

Square 1µHz～30MHz 1µHz～40MHz 1µHz～50MHz

Pulse 1µHz～30MHz 1µHz～40MHz 1µHz～50MHz

Ramp 1µHz～2MHz 1µHz～3MHz 1µHz～4MHz

Harmonic 1µHz～40MHz 1µHz～50MHz 1µHz～80MHz

Noise(-3dB) 80MHz Bandwidth 120MHz Bandwidth 160MHz Bandwidth

분해능 1µHz

Arbitrary Wave (임의 파형)

Waveform Length Max 32Mpts

Vertical 분해능 16bits(symbols included)

샘플링 률 500MS/s

최소 Fall/Rise 시간 5ns~, Typical

Jitter(RMS)(typical) 6ns+30ppm

비휘발성 메모리 8 waveforms (7GB)

Output Characteristics (출력 특성)

Amplitude 범위 (50Ω) ≤ 20MHz : 1mVpp～10Vpp；≤ 100MHz : 1mVpp～5Vpp；
≤ 120MHz : 1mVpp～2.5Vpp；≤ 160MHz : 1mVpp～1Vpp；

정확도 (1kHz sine) ±(1% of setting value+1mVpp)

Amplitude Flatness ( 1kHz sine 
wave, 5Vpp 기준)

≤ 10MHz : ±0.1dB；≤ 100MHz : ±0.2dB；
≤ 120MHz : ±0.4dB；  ≤ 160MHz : ±0.8dB

DC Offset 특성

범위 (Peak AC+DC) ±5V(50Ω)；±10V (High resistance)

Offset 정확도 ±(2% of Offset setting+ 0.5% of amplitude +2mV)

파형 출력

임피던스 50Ω, typical

Isolation 42Vpk maximum to earth

Protection 보호기능 Short-circuited protection, waveform output disabled 
automatically when overloaded.

Modulation Input

외부 AM Modulation ±5Vpk full-scale；5kΩ input impedance

입출력 주파수 범위 10MHz±500Hz

입출력 레벨 범위 80mVpp～10Vpp/0dB, (typical)

입출력 임피던스 2kΩ/50Ω, typical, AC coupled

Lock Time ＜1s

외부 트리거 TTL Compatible

Trigger 입력

입력 레벨 TTL Compatible

Slope Rise or Fall, selectable

Pulse Width ＞50ns

Input Impedance ＞10kΩ，DC-coupled

Linear Sweep ＜100ns, Typical

Burst Delay ＜300ns,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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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 출력

출력 레벨 TTL Compatible, to 50Ω

Pulse width ＞60ns, Typical

출력 임피던스 50Ω, Typical

최대 주파수 1MHz

Sync 출력

입력 레벨 TTL Compatible

출력 임피던스 50Ω

Frequency 카운터

범위 TTL Compatible (200mVpp ~ 9Vpp)

입력 주파수 100mHz～800MHz

정확도 ±51ppm

주파수 분해능 7 bit/s

트리거 조정 감도 0~ 100%

커플링 모드 AC,DC

공통 특성

사용전원 100～240 VAC, 45～440Hz

디스플레이 사양 8 Inches, TFT LCD, WVGA(800 × 480)

통신 인터페이스 USB, LAN인터페이스 및 외부입력, 포트 지원

제품 동작 환경 온도 0 ~ 40℃ / 습도 70%RH 이내

제품 크기 (W×H×D) 및 무게 336mm × 163.8mm × 105mm / 3.5kg 내외

기본 제공품 본체,매뉴얼,BNC케이블,전원선

별도 구매 액세서리 Digital Interface (디지털인터페이스)

사양

16bit 높은 분해능의 출력주파수 제어

측정 어플리케이션

Digital 신호 출력 가능 (UART)

새로운 GD-2000N 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I2C, SPI, RS232 등 의 Protocol 신호 출력이 가능하게 설계 하여 디지털 신호 개발 환
경에 최적화 된 장비 입니다. 아울러 16bit 의 놀라운 주파수 분해 능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좀더 정확하고 완벽한 신호를 구현할 수 있게
끔 도와 줍니다. 

임의 파형 출력 가능 

QAM, BPSK,QPSK,OSK, SUM 등 각종 
Modulation 출력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