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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쩌l 북

원천 Z차계 수질감시 천산화 연구

I I. 현구의 묵척 빛 중요성

PWR 원천 2차계 몰라인 수절감시 시스댐의 전산확로 2차계통 천반에

걸천 수철의 확학 환경율 효율척으.로 감시 할 수 있으며 다율과 같운

01 첨이 있다.

p- 화학환경 탈션의 훌기 찬단율 쩌l공한다.

p- 훈전 및 진단율 북척요로 한 자료률 신숙학계 검책할 수 있다.

D" 보다 향상된 경보 쳐리 놓력으로 화학환경 활션시에 신축하제 대

쳐활 수 있다.

~ 발전소 화학 환캉의 타당성율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과정

및 경향 추척올 위한 정보률 그래픽 화면으로 쳐1공할 수 있다.

a:r 확학환겸 유치에 필요한 사항 및 사컨계획율 에혹할 수 있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or Personal Computer(PC) 를 사용하는 올 라인 차료 취특 빚 제어

시스템 ( PC BASED WORKSTATION ) 의 hardware 및 software 선청

합 Scientific software package ASYST 에셔의 자료 휘득 및 제어

o:r ASYST 툴 사용한 han-buffered analog to digital input

IV. 연구 결과 맞 활용에 대한 건의

자료휘득 및 제어 장비 로셔는 Keithley model 500A data acquisition

시스댐 및 hi방1 sensitivity analog input module 3 (AIM3) 울 선정

하였으며 software 로 션정훤 ASYST 는 메뉴-유도형으로 구성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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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개의 software package 에 풍부한 과학책 빛 콩합척 기눔율 마련

하고 있다.

Module 1 : System/Graphics/Statistics/RS-232

애orlule 2 : Analysis

Module 3 : Data Acquisition

Module 4 : GPIB/IEEE-488

l차 년도인 당해년도에는 상기한 hardware 및 software 의 선청 확업

올 수행하였으며 I\SYST 에셔의 자료휘득 및 제어 푼야 및 Analog/Di

gital Input 에 환한 환석 검토롤 수햄하였다. 그 내용율 살며보면

다몸과 같다.

~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 Resolution + Si핑lal to Noise Ratio ~ Sampling Rate

~ Analog Mutiplexer ~ Hardware Jumper Option

~ Digital to Analog Conversion

+ Resolution and Coding ... Update Rate

• Multichannel Output • Hardware Jumper Option

~ Digital Input/Output

~ Mode of Operation

~ Configuring ASYST for Data Acquisition Hardware

~ Single Channel AID Input

~ Multiple Ch없mel AID Input

~ Repetitive A/D Input

~ Other AID Template Options

~ Converting AID Units To Physical Values

당해 년도에 수행한 연구결과률 바탕으로 하여 2차년도에는 실질척인

자료휘득 및 제어율 수행하고 원하는 형태로 자료율 흩력시키는 푸로

그램율 ASYST software 률 사용하여 작성할 예청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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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ject Title

Study on Computerization of PWR Secondary Side Chemistry Monitoring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efficient and thorough method of system wide monitoring of a ut

ility ’s water chemistry is provided by computerized chemistry data

management system. The major features and benefits of the chemistry

data center are as follows;

~ Provide earlier diagnosis on chemistry excursions.

~ Faster access to a range of data for both operational and diagn

ostic purpose.

~ Faster response time to chemical excursions through better alarm

handling facilities.

or Better method of processing and displaying information in such a

way to allow easier assimilation of the chemistry conditions of

the plant.

~ Anticipate maintenance requirements and scheduling ( pro-active

approach to maintenance ).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pr Study on hardware and software system for on-line data acquisi

tion and control.

~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in ASYST.

~ Non-buffered analog to digital (A/D) Input in A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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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Keithley model 50DA data acquisition system and high sensitivity an

alog input module 3 (AIM3) was selected as data acquisition and con

trot devices. ASYST scientific software which 싸as selected for the

PC provides data acquisition , 하lalysis ， and stand-alone graphics in

a completely integrated system. It supplies sophisticated analytical

capabilities with precision and speed. ASYST consists of four integ

rated modules:

얘odule 1: SysterrνGraphics/statistics/RS-232 Module 2: Analysis

Module 3: Data Acquisition 에odule 4: GPIB/IEEE-488

In this first year study , selection of hardware and software was per

-formed as described above. And also study on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and analog to digital input in ASYST was carried out.

~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 Digital to Analog Conversion

~ Digital Input/Output

~ Mode of Operation

~ Configuring ASYST for Data Acquisition Hardware

~ Single Channel AID Input

~ Multichannel AID Input

~ Repetitive AID Input

~ Other Template Options

or Converting AID Units to Physical Values

Based on this study. actual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will be

carried out using chemical sensors , Keithley model 500A and AIM3.

And also software program for graphic display , ect. will be pre

pared using ASYST in the next year.
- V~ -



제 1 장 서

제 2 장 본

복 차

몬 “·‘ 9

몬 ‘ ‘ ,. 13

제 1 철 연구내용 빛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올-라면 차료취득 개론 III 13

2. 자료취득 software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3. J\SYST software 39

져11 2 철 현구컬과 빛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1. ASYST 에셔의 차료취륙 및 개1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2. ASYST 대셔의 Analog to Digital 업력 .. .. .. .. .. .. .. .. .. .. .. .. .. .. .. .. .. .. .. .. .. .. 67

제 3 장 결혼 및 건의사항 # 89

쩨 l 철

저1 2 철

결 론 없

건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부룩 : ASYST main screens in configuration , acquisition and graphics.

Vll -



표 복 차

Table 1. Specification of KEITHLEY 빠~EL 500A Data Acquisition System.. 27

Table 2. Input Characteristics of Analog Input Module AI헤3 .•.......•.. 28

Table 3. ASYST 3.0 Specifications ••••...•...••.......••...•.••.......• 47

Table 4. ASYST 3.0 Hardware Specifications ...•.••...........•...•..... 51

Table 5. AID Template Descriptive Information ......•.......• ‘ .. ‘ .. ‘ •..67

- V111 -



그럼 목차

Figure O. PC-BASED WORKSTATION ••••.•.••..•....••................... 12

Figure 1. Laboratory Workstation ....•.....•..•.•.......•........... 14

Figure 2. AData Acquisition System consists of the hardware
and softwa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Figure 3. AData Acquisition System with Board-level Products
Architec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Fi밍Ire 4. AData Acquisition System with Expansion Chassis
Architecture 17

Figure 5. Board-level Product and Expansion Chassis Architecture 18

Fi밍Ire 6. Direct ’Tranducer Connection 20

Figure 7. Intelligent Data Acquisition System ...•.................. 23

Figure 8. System Block Diagram: 500-Series Mainframes 25

Figure g. AIM3 Block Diagram ..•.................................... 26

Fi밍Ire 10. Software Selection Spectrum ........................•..... 29

Figure 11. Software Selection Spectrum 32

Figure 12. Basic Building Blocks of Software Products ...........•... 35

Fi밍Ire 13. AID Conversion Sine Wave Normal.......................... 56

Figure 14. AID Conversion Sine Wave Aliasing .•••.•......••......•... 57

- 1X -



제 1장 서 론

PWR 원천 2차겨l 올라인 수질감시 시스템의 전산화률 위한 Personal

Computer 률 사용하는 Workstation 구성에셔회 Hardware 빛 Software 에 대

한 검토률 수행하였다.

Hardware 및 Software 가 함께 일율 하므로셔 personal computer 는

강력한 과학척 빛 공학책 workstation 의 중섬부툴 구성한다. Mainframes

의 대치물로셔 그들은 증진될 톡립성， 융흉성 및 비용 철갑율 제공한다.

손으로 작성하는 자료의 대치물로셔 그률윤 대탄한 시깐 철약 빛 극척인 향

장훤 힘파 정확성을 제공한다. 그러고 불론 PC 와 함께 거의 모든 옹용율

휘하여 서판되고 있는 software package 불 사용할 수 있다.

더쭉더 오늘날의 PC 률운 한 때는 minicomputer 에셔반 가농했던 기능

윷 제콩해 준다. 이 기능해 가여하는 주요 hardware 구성 요소률폰 proc

essor chip (8086 , 80286 또는 80386) , math coprocessor chip (8087 , 8028

7 또는 80387) , hard disk 및 선택척인 추가척 memory space 이다. Proc

essor chip 은 시스탬의 작동율 관장하며 가창 새로운 chip 운 VAX 8600 의

processing power 어] 육박하는 25빼Z 까지의 송도에서 학동한다. Math

coprocessor 는 륙수환 companion chip 오로 높윤 속도， 놓운 청뭘도 (18

digit accuracy) 의 소수첨 계산률 포괄척으로 처리한다. Coprocessor 로

이루어 치는 계산운 보풍 processer 에 의하는 것보다 100 베 이상 빠르다.

Hard disk 는 오늘날 수빽 megabyte 의 정 보률 저장 할 수 있어 팡패한 기

확 보관 놓력올 제공하고 있다. LIM (Lotus/Intell/Microsoft) 표준 확장

메모리는 자료툴 위하여 8 megabyte 까지의 추가책언 좌업 공찬율 제공해

줄 수 었다.

천형척 과학척 용용의 한쭉끌운 실질척으로 이루어지는 혹정이되고 또

다른 한쭉끌에셔는 자료의 변형， 분석 및 그래픽이 필요하다. 혼부정치는

- 1 -



Al그날로 기혹이 되며 이 기룩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몹 digital 형태

로 변형 훨 훨요가 있다. 이 얼운 interface hardware 에 의해셔 수행흰다.

3개의 주된 형태는， Analog-to-Digital , Digital-to-Analog (A/D , D/A) , RS

-232 interface 빛 GPIB/IEEE-488 interface 이다.

GPIB (General Purpose Interface Bus) 는 컴퓨터와 지눔이 높윤 창비

률 사이의 통화의 표준이다. Hewlett-Packard 에 외해셔 최초로 채발되었

으며 1975 년에 IEEE에 의해셔 표출으로 채택 되었다. GPIB 장비률운 용

상척으로 micro-processor-based 이다. 그리고 명명 뿐만아니라 자료도

받아드리고 또 한 보낼수도 있다. GPIB cards 눈 PC 의 어미 board 에 잡

입한다. 각자가 채능이 많용 일의 눔혁이 있는 15 재의 GPIB 장비촬 학 G

PIB board 에 현결할 수 었다. GPIB 창버는 실로 몇딴개외 총휴가 있다.

ASYST 및 ASYSTANTGPIB 양자는 GPIO툴 다루기 위한 instrument independent

conunand 의 full list 훌 쳐l공해 준다.

RS-23Z 는 또 다른 풍확 표준이다. 일반책으로 GPIB 보다 융홍성이

쩍다. 이것몰 먼 거리에 컬천 풍확롤 할 수 있게 해춘다. (500 피드 까지

거리는 baud rate 에 따라 다르다.) GPIB 와 RS-232 훌 비교 하면 다홈과

칼다.

GPIB vs. RS-232 comparison

RS-232 GP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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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ST 는 serial port 에셔 완벅한 제어툴 마현해 추는 명명외 포팔척

얀 몹록율 쩌}공한다.

. AID , D/A 변환 장비는 실재 확청치 불트.의 digital bit 형으로획 변환

율 족책에셔 수햄한다. 자료.춰득 시스탬온 PC롤 위하여 어률 변환 장버룰

가지고 었으며 PC 와 그률외 기능율 봉합한다.

-변환 board 션핵에셔 유의활 요소는 다융파 칼다.

plug-in board vs. external chassis

conversion rate

throu힐lput rate

numbers of channels AID , DIA , Digital I/O

resolution

voltage range

DMA support

Gain programmability

Price

ASYST 및 ASYSTANT PLUS 양차는 넓올 범위의 AID , Dill 변환 및 그률의

기능율 지원한다. 싫질책요로 모든 명렴올 board independent 이다.

PC hardware 에셔의 최근의 채발몰 륙히 PC 카 자료를 신솜하고 효율책

으로 분석하고 변형할 수 있도혹 해 추고 었다. 차료 쳐리 software 는 표

준 프로그래밍 언어로 부터 풍계 또는 wave 협 쳐리와 같용 기능율 할 수

있는 폭넓운 다양성율 가지고 있는 입층된 시판되고 있는 package 까치 이

르고 있다. 어툴 체폴윤 그 분야의 획고의 것율 체공한다. 록 프로그래

명 환경에셔 사용할 수 있는 넓몰 범힘의 재놓이 많흩 작동과 이툴 package

의 용이한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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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휘득 및 분석의 컬파툴 보무로셔 칙첩척이고 칙환척연 이해툴 할

수 있게 된다. ASYST software 는 수청할 수 있는 default 와 함게 강력한

그래픽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픽 기능윤 시스템과 함체 완벽하게 칩

성되어 었으며 한일 명령으로 차료에 혹시 첩근할 수 있다. 표환 선택에

선택에는 X-Y plot , superimposed plot , multigraphics window , 3D 빛 con

tour plot 및 labe끄ing 이 포함되어 있다. Color graphics hardware , pr

inter 및 plotters 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

앞셔 젤명한 모든 조작혼 셔로 결합시 킬 수 있다. 자료툴 휘득하고，

보고 그컷율 실-서간대에셔 분석할 수 있으며 신호물 동시에 출력 시 킬 수

도 었다 (Hardware 빛 rates 가 허용 할 경우어11) . Software 는 질체로 사

용차룰 자유롭게 용용에 칩충시키고 workstation 의 모든 영역울 환벽하게

제어 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이다.

Figure 0 PC-BASED WORKSTATION

Hardcopy

Plotter

External
Data Files

Software for
Analysis, Graphics,
Instrument control.

던콰 던콰
i껏 훌톨

씁II훌Zi 대책!
쿨i
E화F꽉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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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er -

RS-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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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488 r--
Interface ~송수

강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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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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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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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본 론

처11 1 철 연구내용 및 방법

1. 온-라한 자료휘득 개론

여기에 수혹한 기술 설명셔는 3 가치 북척율 가지고 었다. 첫째는 자료

휘특 및 제어 장버의 필요 .여환률 결청하는테 관한 청보툴 쳐1공하고， 둘째

로는 장비롤 선정하는데 있어셔 고려하여야 할 가변성율 기록하고 끝으로 K

eithley 져l 품의 사양 및 철명올 수록하고 있다.

가. 온-라인 차료취득 빚 제어률 위한 Work station 의 훨요성

(1). Work station

Work station 온 PC 와 함께 사용훤다. 컴퓨터는 시스랩율 롤리고， 차

료를 휘득하고 분석하는 기능율 제공해 준다. PC 들혼 값이 비싸지 않고

사용이 용이 하다. 그러나 만일에 어 형태의 시스템올 고려한다면 PC 사용

에 능숙할 필요가 있다

(2). 실험실 또는 OEM

이와같운 시스템의 대부푼은 연구분야에셔 사용되고 었다. 특히 화학

분야， 생명과학 분야 및 기계척윈 사협분야에서 융용되고 있다. 연구분야

에셔 중점척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률 사스템이 hardware 빛 softwa

re 양변에셔 수행하고 있는 실험 및 절차에셔의 아추 다양한 변화를 허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처 연구분야에서 이들 시스템율 사용하는 데 제한

율 받치 않는다. 최근에 실시된 조사결파는 약 20 %는 OEM 용용분야에셔

사용되고 있옴올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아추 융통성이 넓운 시스템율 필

요로 하느냐 그렇치 않으면 단순한 것 또는 고정된 시스템이 보다 책합하느

냐 하는 첨이다.

R
J



(3). 혼-라민 자료 휘득

자료 취득의 형태는 아추 다양하다. 다수의 엽력과 롤력율 가지고 있

는 혹청 확히 , 16 analog input , 2 뻐a10g output , 16 digital input , 및 1

6 digital output 에 대하여 거론한다. 그러나 이률롤 일반척으로 보다 많

윤 찬넬율 취급할수 있다. 입혁신호와 추파수는 일반책으로 낮아셔 100 Hz

이하이다. 그러나 대꽉분의 시스템흘 척어도 20 뻐Z 외 단일-찬낼 채휘율

율 제공하고 있다. 최총척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을 차료가 환척에 필요한

충분한 량 측 신혹한 휘특촉도훌 가져야 한다는 쟁이다.

자료휘특 빚 쳐1어 장비의 툴현 이천에는 이와 칼운 혐태의 혹청운 기

톱겨I률 사용하여 이루어쳤으며 3-4Hz 이상의 신호는 oscillographic recod

er 툴 훨요로 하혔다. 이와같은 웅용에셔는 장비는 기북지 차료보다 약간

향상흰 얼율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자료취득 빛 분척창비눈 고가가 아니

면셔도 실험실율 환벅하게 차똥화하는 길율 열어 주고 있다. 여기에는 자

료채취， 자료변형， 분석， 저장 및 체어가 포함되어었다.

(4) . 채어

이것이 아마도 이률 장바의 가장 중요한 국면이 휠 것야다. 체어 기

능윤 loop 애 첩근하여 혹청훤 결과에 기초툴 루어 질험율 역학척으로 변화

시컬수 있다. 만일에 질험획 자동화물 계획한다면 차료취특 빛 체어륨 휘

한 workstation 이 필요하계 환다. (그림 1) .

Figure 1 Laboratory Workstation

Experiment
。rTest

- 6 -



나. 온-라면 자료휘득 및 쳐}어장버 션청에셔의 고려 사항

자료휘득 창바는 생험싫 workstation 율 구성하는 hardware 및 software

로 구성되어 있다. 해부분의 자료휘득 hardware 는 척어도 한개획 softw-

are package 에 의해셔 지원율 받고 있으며 일반책으로 hardware 쩨작자에

의해셔 공급확고 있다. 또한 어떤 자료휘륙 장버는 쳐113자척인 software

package 혜 의해셔 지훤율 받는 것도 있다. 이청올 중요한 훈제로 그 이

유는 software 는 생산성물 증가 시켜 추는 도구로 workstation 율 기동시

키고 조작하기 때문이다. Hardware 는 계봉의 기붙풍확의 한계롤 명확하

하게 하는 것으로 장비롤 선청함에 있어 우전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다. (그림 2)

(1). 구성

PC률 사용하는 장바에는 3 가지의 추된 구성요소가 있다. "Board-

level'’ 처l폼윤 single printed circuit board 로 PC slot 의 한콧에 고청시

킨다. Board 는 입혁 몇 훌력 산호롤 연컬하는 후머 연결거를 가지고 있

다. 이들 board 는 지완받고 있는 차료 휘득 확협율 수뺑하는데 필요한

모틀 획로률 가지고 있으며 많혼 생산자에 의해셔 판매되모 었다. Board-

level 제품윤 USOO-1500 획 가격으로 3가지 구성중 가창 단숭한 것이다.

(그림 3)

확장샤시 (Expansion chassis) 구정혼 "board-level" 쩌폼보다 많이

봅잡하고 많이 고가이치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우수한 성농올 제공해 준

다. 하나의 케이불이 PC 와 분리된 샤시에 연컬되고 이 샤시에 실질척인

I/O (input and output) 툴 수행하는 모든 자료휘득 모률아 률어 있다.

이와 같윤 형태픽 구성에는 2 가치 법추가 있으며 : PC 에 의하여 천책으로

제어되는 것롤 ( 82000- S5000) 이고 내창훤 micro-processors 롤 가지고

었는 것운 85000 이상이다. PC 에 의하여 천척으로 제어되는 것의 여l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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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하나는 Keithley Series 500 Scientific Workstation 이다.

이것운 board-level 쳐l품의최근에 새로운 구성이 도입되고 었다.

이와처렴한 가격의 이챔과 확장샤시 구성외 성놓 이챔율 컬합한 것이다.

Data Acquition Workstation 에같용 형태외 구성올 Keithley System 570

an-모틀 digital logic , 청확한 시깐혹청율 위한 계시기，도입되어 었다.

alog 획로어l 필요한 천력올 공급하는 DC-DC 변환기 및 2 재의 digital-to-

analog 변환기가 PC 에 칙첩 연컬된 한재의 board 에 고청되어 었다.

Board-level Product and Expansion Chassis Architecture

(그림 5)

Figure 5

째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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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력 빛 훌혁

앞셔 거몬한 모든 구성몰 기본척인 analog 및 digital 1/0 기능율 갖

이고 있다. 그러나 board-level 제품의 차낼 용량폰 확장샤시 제품보다 상

당히 척다. 이 감혹흰 용량의 원인을 PC 의 후부파낼의 배혈이 자료취륙

카드에셔 사용하고 있는 I/O 연결의 코기와 수훌 제한하고 있기 때폼이다.

딴일에 보다 많윤 I/O 차1웰 포는 다른 I/O 기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하나

외 다륜 board-level 체품율 PC 에 삼입하여야 한다. PC 의 스뭇율 프.리터

롤 휘한 interface 카드， RAM 확장보드" Disk drive 제어보드 및 그래획 카

드와 칼폴 필요한 선핵으로 사용하고 나며는 자료휘특 보드물율 위한 스롯

이 벌로 없게 된다. Board-level 쳐l품의 찬넬 용량악 한 예률 들어보며는

8 개의 differential analog 입력 (이것윤 16 개의 single-ended analog 입

력으로 변경할 수 었다)， 2개의 analog 훌혁 빛 Z 재의 8-벗드 digital 110

포트로 되어있다.

딴일에 착업의 규모가 척고， 명확하게 한청되어 있고， 청책인 것이련

board-level 체폼이 회탑이 훨 것아다. 그러나 착업어 이와같혼 지챔율

벗어날 경우에는 확장샤시 구성이 반듯이 고려되어야 한다. 확장샤시는b

oard-level 쳐l품에셔 모튼 일반척인 북척율 가진 I/O 기능율 담당하는 자료

휘특 I/O 모률올 가지고 있으.며 이 모률윤 또한 륙청의 시험에셔 자료 휘둑

계몽율 용이하체 구성합 수 었케 해준다. Keithley 는 500-계열 자료 휘특

계붕윤 25개 이상의 모률율 가지고 있다.

모률 구성윤 쳐l확자가 기술책으로 가능한 한 향상훤 1/0 모률율 제공

할 수 었게 해추며 필요한 륙정 치놓힘 모률율 공급할 수 있게 해훈다.

욕청 기농윤 일반책으로 표준 1/0 형태의 하위-분륜로셔 transducer률 위한

신호 조철 (예률 률연 strain gage 빛 thermocouple) , transducer excotat

ion (예툴툴면 RVDl자tVDT)및 stepper 모터체어 풍이 포함되어 있다.(그럽 6)

- 11 -



0000000

Figure 6 Direct Tranducer Connection

~ 훌훌
Integrated signal conditionin~: I 훌훌
amplificatioκ filtering, cold j띠nction J 흩
compensation, excitation, linearization, I 톨톰
isolation • 톨흩

Transducer 와 110 의 칙접 연결혼 외부조쩔의 필요성올 배제한다.

다른 장비 빛 모든 형태의 transducer 로 부터 오는 다푼 준위와 욕성의 신

호들은 증폭. custom networks 또는 jumper cable 의 필요없이 500 계열어l

연컬훤다. Scre~ terminal 이 I/O line 의 interfacing 에 대한 천셰계

공롱척인 해답올 제공해준다. 각 card 에 있는 screw card 획 Banks 는 분

분러할 수 있어 110 의 연결올 용이하게 해 주며， 단순하게 모률에 다시 설

치할 수 있다.

국부척 신호 조청은 카드에 있는 DIP 스윗회에 의해셔 선택훤다.

많윤 카드에 있는 청밀한 instrumention 총폭기는 XIOOO 롤트/볼트의 선택

할 수 있는 gain 율 7t지고 었어셔 져-준위 선호에 대하여 참훤 different

ial 입력올 제공해준다. Progrannnable 신호 조청용 개벌척인 선호의 필요

조건에 대웅하는 천례없는 융통성율 허락하고 있다. 고속의 programable

gain 증폭기는 재벌척인 차넬의 추가척인 증폭올 허용하여 각 parameter 는

옴용 software 에 의핵셔 확립되고 흑석에셔 개정할 수 있다.

Board-level 제품과 같이 Keithley System 570 은 모툴 공통척 인 자

료취득 I/O element 가 내장 되어 었다. 이률 element 에는 32 s뇨19le-

ended 또는 16 differential analog 입혁 찬낼이 포함 되어 있으며. soft

ware-programmable gain , 12-빗드 32 kHz analog-to-digital 천환， 16 찬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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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igital 입력 , 16 찬넬의 digital 출력 및 16 찬낼의 solid-state-relay

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내장훤 기능 이외에 하나의 확장 스뭇이 포함되어

있으며 500 계열 I/O 모률 중에셔 어떤 기놓의 모률이라도 추가로 사용할

수 었도록 되어 었다. 이 륙칭윤 현행 board-level 체폼에셔는 찰아볼 수

없으며 확장 샤시 제풍에셔 이미 가지고 있던 융통성의 한계롤 넓혀주는 것

이다.

(3) . 신호의 안정성

자료휘득 셔스템에셔 signal conditioning 증폭기 빛 analog-to-digi

tal 신호쳐i!l 회로는 천기척 캅폼에 매우 민감하기 때푼에 analog circuit

의 놓이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혹정하고 었는 신호의 안청성윤 analog

회로에 대한 저-잡옴 환경에 달려었다.

확창샤시 구성에셔 민감한 analog 회로는 외부상자에 었다. 이 위치

는 회로툴 천기척 참옴이 많운 PC 환경 측 고숙 digital 회로， crystal os

cillator, microprocessor 빛 coprocessor 로 부터 멀리 되러져 있게 해 준

다. 이에 비하여， board-level 제쯤은 모든 analog 회로가 PC 내부에 있게

되어 창채척으로 민캄한 혹정에서 좋지 않온 analog 신호의 본래의 모습율

초래하거l 훤다. 예롤들연 K-형태 thennoconple 의 롤력운 millivolt 보다

척다. 만얼에 three least significant bit 인 16 빗드 AID (analog-to

digital) 변환기가 잡올에 의하여 영향올 받으면 AID 변환기는 실질척으로

는 13 빗드 AID 로 흰다. Analog 신호 분해에서의 분해능의 처하는 참옴의

준위보다 낮은 저-준위 신호률 혹청할때 실질척으로 문체가 된다.

(4). 신호의 연결

Board-level 제폼에서는 모든 그들의 선호 I/O 롤 PC의 후부 왜낼에

있는 연결기를 풍해셔 연결한다. 모둔 필요한 신호의 연결에셔 겪게되는

어려움올 제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board-level 져l좌자는 screw tenninal

board 룰 선택품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격운 150$ 청도이다. 이 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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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mal board 는 신호 bus 의 연결기로셔 PC 외부에 있게흰다.

확장샤시 쳐l폼에셔는 전형척으로 모틀 신효선올 상자숙에 있는 척철한

I/O모률에 칙첩 연결한다. 확장샤시 쩌l홈인 570 계룡온 모픈 그의 신호 연

결운 PC 밖에 있어셔 산호 연결율 신숙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

(5). 신호의 Isolation

모든 자료휘득 계용의 생산차는 differential analog 입력기능율 제공

하지딴 신효 isolation 기능운 모두가 제공하고 있치는 않다. 신호격리는

높를 공봉-모드 천합율 가진 differential 신호툴 륙청할때 중요한 고료의

대상이 될다. 예롤률면， +10 붙트 와 -10 불트 사이에 있는 differential

voltage 률 륙정할때 그러고 신호션이 첩치보다 40 붙트위로 혀 있율때 격

리카 휠요하게 된다. 가격의 처혐성 및 한청흰 board 형역으로 인하여 bo

ard 영역으로 인하여 board-level 체폼에는 전형척으로 격리회로는 률어 있

지 않다.

확장샤시 제품은 선택에 따라 칙리 또는 버 격려의 입혁과 훌력을 가

진 I/O 모률올 제공하고 었다.

(6 ). Hardware 조작

많윤 차료힘 득 제품들운 memory-mapped system 으로 hardware 는 그차

체의 memory 에 첩근하는 것과 겉은 방법으로 PC에 외하여 첩근 훤다. m

el뻐ry-mapped 저l풀과 바교되는 것운 "intelligent" system 이다. 쳐l확자

들운 일반척으로 microprocessor 가 포함되어 있요면 "intelligent" 제품으

로 분류한다. (그림 7)

microprocessor , processor 률 위한 internal memory 빚 110 buffer space

에 후가하여 패장될 real-time operating system 이 있다. 붕확는 RS-232

또는 IEEE 488 율 거쳐 수행된다. internal memory 는 휘특훤 융료의 저장

뿐 아니라 선호쳐리률 하는데 충불하다. 이에 바하여 500 계옐 체풀롤 mi ‘

croprocessor 툴 가지고 었지 않으며 쳐러 전력 몇 memory 융 PC 에 의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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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telligent Data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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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system 에는 PC 및 자료휘득 계통 사이에 충롭된 기능

이 있다. 양자 모두 microprocessor, mem야y 및 흉확률 위한 I/O 흘 가지

고 있다. 기능의 충북윤 원격 또는 확자척인 감시와 같폰 융용에셔 intel

ligent system 이 memory-mapped system 의 기능올 하게 활 수 있다. 많

운 실혐싱 workstation 환경에셔 intelligent system 윤 고가아고 과만한

것이다.

Intelligent 자료취득 시스템과 함께 PC 롤 사용할때 명형과 롱신

규칙율 엄격하게 치켜야 한다. 그률 차신의 PC software 률 그률이 션핵한

언어률 가지고 확성학려는 사용차률에게는 intelligent system 몰 그 자신

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므로 상당량의 통화 뿜탐올 주게 훨 것이다. 예흘

툴면 intelligent system 운 모든 휘득한 신호를 그 자싣의 mem야y 에 일시

척으로 처창하게 훤다. 그리고 PC 는 반듯야 차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많은 양의 자료가 RS-232 와 같혼 표출 bus 톨 거쳐 송필되어야 하며 받아

드릴 수 없는 양의 시깐이 소요 될 것이다.

PC 률 사용하는 자료휘득 계몽의 션택에 있어셔논 hardware 의 명

가롤 우션척으로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hardware 가 계몽의 기본척인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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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울 결정하기 때문아다. Hardware 의 쟁첨은 I/O 의 능력， 신호의 건천

성， 신호 연결 몇 원격 또는 톱차척 감셔 등이다. 이와 같운 모든 쟁첨윤

계통구성의 합수이다.

다. Hardware 션정

(1). 륙청 및 제어 장버 : model 500 A

500 A 는 고속 자료휘특 빚 체어 장비의 기본척인 차료휘득 모체 장비

로셔 10 개의 홈율 가진 모체모드， 천원공급 빛 interface logic 올 가지고

있다. 500 A는 257R 가 념는 륙청의 신호조절 모률파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률은 사용차가 특정의 용용에 척합한 륙정 빛 저}어 시스템올 구성할 수

있도룩 해준다. 예률 률면 analog 입력 및 출력. digital 입혁 및 훌력，

thermocouple , strain gage , LVOTs 및 기타가 었다. 외부 모체 장비의 또

다륜 이첨윤 핀캄한 륙청율 때로는 고온이고 참옴이 많폰 PC 의 내부 환청

밖에셔 수햄할 수 있다는 챔이다.

500 A 혹갱 빛 제어 져1풍은 IBM PC , XI. AT. PS/2 , 80386 컴퓨터 및 100

호환성띤 거종의 메모리 구성에셔 사용할 수 있다. 이 계롱을 사용 PC

에 있는 특정의 BUS exteution interface 를 거처 컴퓨터와 연계펀다. 이

와 칼윤 첩콘 방법율 롱하여 자료혐득 및 제어 창비에 내창환 모든 기능은

memory location 으로셔 컴퓨터에 나타나게 되며 500 A화 사용 컴퓨터 사

이에셔 높은-율의 자료이송이 가능하게 된다.

Soft 500운 Keithley 의 차료휘득 연어로셔 BASIC 으로 부터 hardware 와

현리한 통화를 할 수 있도혹 해준다. Soft 500윤 모둔 엔지니어린 단위의

전환， memory management , foreground/background operation , 및 array ma

nagement 률 관창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었는 real-time graphic

및 analysis routine 도 체공해준다.

500 A 는 self-ID 회로를 가지고 있어셔 계통내에셔 ，차료휘특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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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Input

‘500A’or
9-36VDC

Inpu‘
(SOOPl

의 구성율 확암할 수 있다. Sef-ID 겨놓은 keithley 의 soft 500 및 Quick

500 예 의해셔 지원왼다. MODEL 500 A 의 사양을 표 1 과 같으며 시스템

구성은 그림 8 과 같다.

Fi멍Ire 8 System Block Diagram : 500-Series Mainframes

+5V@3A I

AC Power ‘500A’ +15V@D.SA
or

-15V@O.8AIsolated DC-DC
Converter (딪XlI') Ground

+12V (6 2 SA •L.---

JsolJtecl Power
for Computer

Ground
15001'2 &: SOOP3’

10Computer Power
(5001')

10 E‘P‘ ,,,,on Slolo

(2), 고-강도 아나로그 업혁 모률 3: AI 서3

High Sensitivity Analog Input Module 3은 土 100 mV 에셔 土 10V 전 범

위의 신호툴 받아 드펀다. 그리고 32 차넬의 single-ended 입력 또는 16

찬넬의 differential 입력의 양자률 제공한다. Singl-ended 또는 differ-

ential 입력의 선택은 카드에 있는 switch 의 조절로 이루어 진다.

AIM3 모률윤 고숙의 multiplexing 및 Xl , XI0. 또는 XI00 의 gain 충폭율

제공해 준다‘ 아나로그 입력올 하는 모든 장비는 AMMl 또는 뼈에2 툴 필요

로한다. AMM3 로 부터의 신호는 합옴이 쩍은 통로롤 따라 AMMl 또는 AMM2

의 조철 회로로 간다. 여기에서 A/D 변화얘 앞서 programmable gain XIO

척용된다.

염의의 져함올 설치함으로셔 AIM3 모율옴 전류입력율 받아 드릴 수 었도

륙 개량될 수 있다. 또한 the l1Tlocouple 율 사용힐 때에는 접지로의 흐톰통

로률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보호 터미날운 입력 라인에 따라 잡옴올 낯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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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신호 차혜의 연컬율 제공한다. 모든 신호는 칙첩 on-card screw

tenninal 혜 연결된다. AIM3 모률운 500 계혈 모체-보드외 스훗 2-10 에

셜치된다. AIM3 의 INPUT CHARACTERISTICS 는 표 2 와 겉으며 구성윤 그

림 9 와 같다.

Figure 9 AI헤3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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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결 M비tiplexer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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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June‘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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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MEl안ILEY 에ODEL 많XlA Data Acquisition System

ARCHITECTURE: IO-slot expansion mainframe , accepts 16-bit/501에z or

12-bit/32뻐z Analog Measurement and AID 에odule.

INTERFACE: Keithley custom I뼈mary-mapped interface. Available for

IBM PC/XI/AT and PS/2 architectures.

SY엎EM REQUIREMENTS: 100 % IBM-compatible PC , XT , or AT computers h

aving at lest one half-length expansion slot , or 100% 에icro Channel

-compatible computers having at lest one expansion slot.

so깐\I뼈E REQUlREl1ENl’$: DOS 3.0 or above (3.3 or above for the PS/2).

Requires Soft500 v.6.0 or Quick500 v.Z.O or higher. Current revis

ion of Soft500 supplied μith interface cards. If ordering software

separately , order 500-UKIT or 500-QUICKUKIT.

CASE: Ruggedized steel/aluminum extrusion. Rack mount kit availa-

bIe.

PR1에lPANEL~ ON/OFF switch , power , 뻐d status indicator lamps.

REAR PANEL: Power input , auxiliary power output , interface cable co

nnector, fuse , connector patch panel.

PO細R REQUIREMENTS: 100/120/220/240 VAC +-10% switch selectable , 50

-60Hz , 90W (max.). Fuse: 1.0A @100/120 VAC , O.5A @220/장o VAC.

POWER OlITP따': +5V @lA , +-15V @a.8A available from rear panel DB9S

connector. *

OPERATING TE11PERATI쩌E RANGE: 0 0 to 50 0 C. up to 80 % RH (non-conden

sing) .

DIMENSIONS. WEIGHT (excluding connectors): 11.76cm high X32.72cm w

ide X 28.11cm deep (4.63in. X12.88in. X 11.07in.). Net wei힐It 5.5

kg (12 Ibs.). * Depends on modules 없ld external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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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Characteristics of Analog Input Module AIM3

Input Channels (Local): 16 differential or 32 single-ended.

Switch Selectable Gains: xl , xlO , xIOO.

Input Ranges: xl , +-10V; xlO , +-IV; x100 , +-1빠nV

Input Protection: +-‘30V max. (powered) , +-lOV max. (unpowered).

Accuracy: xl ,+-(0.01 % + 20μV); xl0 and x100 ,+-(0.01% + 10μV) .

Nonlinearity: 0.005 % of full scale.

Temperature Coefficient: xl , +-(0.001 % + 10μV) / 0 C;xIO , +- (0.002

%+4μV)/ 0 C;xIOO , +- (0.002 % +2μV) .

Con뼈on Mode Rejection Ratio: )80dB ,DC to 뻐Hz.

Input Bias Current: <InA.

Input Noise Voltage: 5μV p-p , O. 1Hz to 10Hz; 10 μV nns , 10Hz to

3m해Z.

Settling Time(to 0.01 %); xl , 15 μsec;xl000 ， 75 μsec.

Small Signal Bandwidth: 130kHz.

Reference Junction Sensor: Output: 100rnV/ 0 C. Accuracy: +-0.25 0 C.

Temperature Coefficient: 0.1 0 C/ 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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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휘득 Software 검토

가. 셔 론

PC에서 사용활 수 있놈 자료휘득 및 분석 software 의 다양성 및 북잡성윤

특정한 용용에 척합한 software 획 선정올 어렵게 해주고 있다. 이률 결정올

어렵게 하는 요소는 일반척으로 software 에 끈붙이 있다. 일단 이해훌 하고

나변 이들 요인들운 자료 휘득 software 툴 선정하는데 사용훨 수 었다.

여기에는 3가지의 추훤 요소가 었다 : 사용상의 용이성， 척옹성 빛 처라

속도이다. 이들의 각각에 대하여 륙정의 옹용 software 률 문튜 활 수 있는

스펙트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0)

Figure 10

Software Selection Spectru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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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oftware 선정 스펙트렴

(1) . 사용상의 용이성

스펙트럽의 한쭉끝윤 ”단순한” 시스램으로 칙관척이어셔 그를 사용하는데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법추에 속하는 시스템은 state-of-the-art 에

기초를 둔 사용자 interface 로 아주 interactive 하다 (예률 들면 menus

또는 windows) . 그들옴 또한 많운 내장훤 safety feature 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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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 시스템폰 일반척으로 파괴 되지 않는다. 스펙트혐의 다른 한확

끌올 ”어려운” 서스템으로 프로그램 언어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가장 어려훈

것윤 륙정 processor 에 태한 assembly 연어 코드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셔 시스템율 셜계 하고， 수행하고， debug 하여야 한다.

최상의 경우는 좋운 software tool set 툴 휘득하여 프로그래밍율 하는

것이다.

(2) . 쩍용성

”감칙” 한 시스댐운 셜계훤 것으로 한가치 일윤 아주 잘한다. (예툴

들변 자료 휘득올 하기 위하여 설계된 시스댐운 자료와 분석율 하기

위하여셔는 다른 프로그햄에 의존하게 훤다. ) 이률 시스템운 일반책으로

사전-설계 모델율 가지고 있으며 그로 부터 벗어 날 수 없다. 그들의 능력운

결청율 내리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다른 웅용에 척웅하는 데어l는 한계가

었다. 또한 이률 시스템운 state-of-the-art user interface 에 기초롤 두고

있다. 여l툴 툴면 메뉴는 메뉴에 의해셔 제공되는 것 외의 어훤 선택도

혀용되지 않는다. 만일에 어떤 다른 것율 하기률 원할 경우에는 개발차에

의해셔 시스템이 개량훨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유통성” 이 있는 시스템혼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 언어에 기초롤 두고

있어 사용차카 여러가지 조건하에셔 일올 할 수있는 프로그램에셔 결청올

내힐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사용차가 원하는 일율 정확하게 한다. 필요한

변화에 대하여 변화시킬 수도 있다.

(3) . 커리숙도

이것온 시스템 천체에 컬천 성능의 real-time gauge 이다. 자료 취득

시스템에셔 어것은 몇 가지의 뜻율 카지고 있다. 첫째， 얼마내 빼르게

시스템이 자료툴 취득하고 처장하느냐? 둘째， 얼마나 봐르게 시스템이

자료률 분석 할 수 있느냐? 셰째， 시스램이 얼마나 봐르게 자료률 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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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줄 수 있느냐:? (질-시간으로 화면올 보여 줄 수 있느냐? 또는 자료툴

춰득한 후에만 보여줄 수 었느냐? ) 네째， 이 시스템이 제어 기눔율 수햄할

수 있느냐? (실-시간으로 결쩡율 내힐수 있으.며 결정율 내리는 능력이

어느.청도로 강력한가，? ) 둥율 뜻한다.

”느린” 시스탬윤 매초당 약 100개의 시료로 부터 자료물 휘특할 수 있다.

그률운 천형척으로 체어 또는 실-시간대의 곁청옳 내리치 뭇한다.

일반척으로 간단 명료한 시스템일 수몹 처라속도는 느리다. 여1툴 툴련

만일에 시스탬이 입력되는 자료에 대하여 훌력되는 범위률 일정하게 점검해야

할 경우 그의 모’든 시칸율 집중시키치 붓하고 자료 취득에 유의하게 된다.

따라셔 쳐리 숙도가 느리다.

특정의 융용율 판혹시킬 수 있도록 쓰여진 ”봐른" custom software

package 는 일반척으로 어떤 보면척 묵척의 software 보다 훌용하게

통확된다. Custom software package 는 시스댐의 쳐리 속도툴 느리게하는

수행상의 많은 일반화 작업율 배채 시켜출다. 그것폼 또한 욕정 hardware

구성의 full power 의 이익도 취할 수 있다.

이툴 3개의 요소 륙 사용상의 용악성， 책융성 및 쳐리 속도는 스펙트렴

한혹끝에셔 용여， 강척， 져속 시스템율 나타내고 다른 한혹 끓에 학려울，

유풍성， 신속등 시스템의 한계롤 청하고 있다. 사용하기에 용이한 시스템은

보다 강칙한 것으로 그의 쳐리숙도는 느려진다. 이것윤 사스템에 척용되는

많몰 장이한 점율 처리하여 완성되는 에러 검씩의 양01 많올더l 그 원인이

있다. 스펙트법의 반대쭉 꿀윤 programming environment system 이다.

사용차는 융용에셔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에러 검책으로 부터 벼}쳐나융

차유가 었다. 사용자는 서스템율 륙청 hardware 에 customize 시킬 수있다.

또한 필요한 어떠한 제어 연산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 놈 이러한 한 개의

스펙트렴올 보여주고 있으며 스펙트랩에 따라 시중에셔 구입할 수 있는

- 23 -



그림에셔의이들 software system 의를 척어 놓고 있다.packagesoftware

었다.기초툴두고있는 강첨에자리는 그률이 일반책으로 수용하고

프로그래밍 환경의 종류 및Software다.

Drivers and Write-it-yourself(1).

‘t""Write-it-yourselfandDrivers상의diagram었는그럽 끄에

로부터(그 이유는 프로그햄은 scratchframe 올 제공한다.의reference

가질때까지완결하는데 충분한 숙련도률쓰여치고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올

질질척인 hardware

툴 스샅는 일율 배처l함으로서 약깐 이 처치롤 도와 준다‘

가장 어려운 일연
'l
"c"한다.) Drivers모든 필요한 일올

interface software

Software Selection Spectrum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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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윤 정척인 프로그래명으로 우수한 프로그래밍 능력율 훨요로

한다-

(3) • LABTECH NOTEBOOK

LABTECH NOTEBOOK 운 완벽한 메쥬r-유도 환경이다. 이것의 장챔운 사용의

용이성 및 자료툴 다른 hi방I-powered analysis package 로 01송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것의 약점윤 혹도 빛 분석 기능에 있으나 FFT- 분석，

thennocouple 변환 및 PID 루표 제어률 한다.

(4). LABTEC RTA

LABTEC RTA 는 LABTEC N따EBOOK Drivers 로 부터 다륜 software package

로 실-시간 차료의 입력율 할 수 있다. 이것윤 속도에 제한이 었으나 차료를

효프로그램 없이 실-시간 data base. spread-sheet 둥으로 척업， 용이하게

입력할 수 었다.

(5). ASYST

ASYST 눈 Forth 와 비슷한 젤명올 위한 표로그래밍 언어에 "tool box"

접근 방식의 요소률 결합셔킨 프로그래밍 환경이다. 이것윤 융풍성이 있는

강혁한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의 강점윤 신숙한

자료 취득， 많윤 hardware 제폼에 태한 지원， 광범위한 푼책 및 그래픽

능혁으로 특히 과학척 용용올 워하여 설계되어 있다.

(6) • ASYSTANT 및 ASYSTANT+

ASYSTANT 및 ASYSTANT+ 눈 실질척으로 ASYST 의 프로그래밍으로 부터

사용자률 격러시켜주는 추가척인 software 이다. 야률운 메뉴-유도혐 분석

및 휘득/분석 package 이다.

(7). DADiSP II

D1\DiSP II 는 환벽한 window/menu-driver 분석 package 로 자료의 분석을

아주 단순하께 활 수 있다. 사용하기가 매우 용이하고 자료률 협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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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석 package 로 이송 시 킬 수 있다.

(8). RT빠DS

RTMDS 는 strip chart recorder 률 흉내낸 것이다. RTMDS package 는

software 및 graphic accelerator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올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휘어나게 신숙하다. 이의 추가척인 이첨옴 차료률 후에 다시 부롤

수 있도록 disk 어11 stream 할 수 있다는 첨이다. RTMDS 는 analog 및

digital 입력에 가장 첩합한 것으로 제어 및 률혁기눔운 수행할 수 없다.

(9). Soft 500

Soft 500 은 500-계열 및 system 570 율 천척으로 치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GWBASIC 프로그래밍 환경의 연장으로 강력한 자료취득 루틴율

제공하는 동서에 그래픽 및 차료 변환 루한율 제공한다. 이의 강점운 사용희

용이성으로 그 야유는 설명형 BASIC 내에셔 작업율 하 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휘득율이 비교척 높다. 이것의 약점은 BASIC 으로 쓰여진 연산의 속도에

한계가 었다는 것이다. 이 제품운 스펙트혐의 끝 사이에셔 중깐지점에

있으며 양자의 좋윤 요소만 결합 시칸 것이다. Quick 500 운 Soft 500 의

compilable version 으로 MS Quick BASIC compiler 를 사용하고 있다. 야의

명령구조는 soft 500 의 그것과 같다.

라. Software 모델

Software 체품올 분석하는 또다를 접근법을 현폰하는 모든 software

제품이 기초률 두고 있는 기볼척인 building block 율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제폼을 사용자 interface level , 언어 interface level, 자료의 춰급 및

분석 가능율 카지고 었는 filter level 빛 욕정의 hardware 률 힐질척으로

동착시키는 driver level 툴 가지고 있다. 이률 level 의 강도 및 명혁이

software 의 유효성율 판가름 하쩨 된다. 이률 level 의 지적이 전반척인

시스템 기능에 영향율 추는 요연에 대한 통활 및 다른 hardware 제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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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합성에 대한 봉찰율 제공해 준다. (그림 12)

이 방법운 level 률율 같윤 충섬와 총으로 나타내 보여훈다‘ 충섬부는

hardware interface routine 또는 drivers 이다. 이들 routine 폰 hardware

가 자료롤 얽거나 쓰도록 착용한다. 어핸 package 에셔놈 이률 routine 윤

자료휘득에 대한 timing 도 체공한다. 이률 routine 의 아행윤 시스템의

Figure 12

Basic Building Blocks of

Software Products

User
Interface

(Optional)

Language
Interface

Memory
Management

Graphics

천반척인 속도 및 기능에 깊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Software 공급차률운

다른 hardware 제품율 가지고 있는 사용차률 위해셔 그률 자신의 driver 툴

작성한다. 많윤 다븐 종튜띄 hardware 장바툴 지훤하는데 있어셔의 문제점은

통상척으로 모든 제품의 기능이 모든 이첨율 사용할 수 없다는 첨이다.

하나의 hardware 에 태한 driver 의 가장 좋운 훌처는 일반척으로 hardware

의 공급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hardware 공급자는 drivers 만 공급하고

기타는 일체 공급하지 않는다.

Drivers 위 의 software 의 다옴 충운 filter 충이다. 이들 routine 은

raw-data 를 format 한다. 이 총에서는 변환， 메모리 처리 빛 그래픽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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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변환운 자료률 raw-binary 로 부터 여러기·지 혹청의 다른 반위로

변경하는데 사용될다. 예률 률변 볼트， milliampere , degrees Celsius 및

PSI 등이다. 이들 , 조작의 · 대푸분윤 단순한 전형 변환이다. 그러나

thennocouple 의 경쭈는 변환윤 non-linear 가 훨 것이다. 이 충에셔의 이률

변환의 쳐리는 그것올 hi땅I-level 언어 (예:BASIC) 에서 수햄활 때와

버쿄하여 증진된 기농율 제공해 풍다.

메모리 쳐리 기능혼 콘 자료 배열올 져장함에 있어 컴퓨터에 있는 가용

메모리률 사용할 수 있는 길율 채공해 훈다. 많운 시스템애셔 자료 배열운

64K 로 한정되어 있다. 어떤 시스템에셔는 장비가 가지고 있는 가용 처창의

크기 많큼 사용할 수 있게 회어 있다. 이것은 많윤 양의 자료훌 아주

신숙하체 취득 해야만 할때 매우 충요하다. 메모리 제한에 대환 하나의

해결책윤 disk 에 data 의 streaming buffer 를 션택으로 넣는 것이다. 이

방법윤 어떤 software package 에셔 표준으로 삼고 있는 청도이다.

그래픽풍운 차료 휘득의 결과훌 CRT 에 확연혹로 보여준다. 이들 routine

운 시간에 대한 자료의 화면툴 체공해 줄 뿐반 아니라 청보의

multi-dimensianal plot 도 체공해 훈다. 이둘 기능은 슷자의 변환과

결합하여 자료의 패우 선속한 분석율 가능하게 해 준다. 많은 software

package 에셔는 벌견하기 힘둔 한 가지 기능은 자료의 실-시간대 화면

천시이다. 대부분의 시스댐에셔 이 기능은 느린 자료취득율(10 ’ 5 of Hz) 로

인하여 제한올 받고 었다. 최근에 RTM 그래획 가촉자 카드와 같운 어떤

hardware 는 뻐Z 룬위에처 실-시간대 자료취득 및 화변 천시롤 할 수 있도북

되어 었다;

Filter 충 위의 다올 풍운 interface 충이다. 이들 routines 은

application programmer 가 륙정와 언어로셔 시스템율 프로그래밍 할 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었다. 언어가 "C" , PASCAL 또는 BASIC 어느 것 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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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에 어들 routine 는 단지 시스템에 률어가는 entry point 이다‘ 이 기능올

처리하는데 벌개의 충율 가지고 있는 이첨운 software 의 낯운충율 선택한

developer익 언어로 촬 수 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운 사용자가

· 선택한 언어로 첩곤 할 수 었다. 지원하는 다륨 사용차 언어는 developer 가

작 언어에 대하여 공급하는 다른 interface 충 의 공급올 필요로한다.

Software 의 대 부문윤 같윤 상태로 잔유하체 훤다.

장급의 사용자 interface 는 보다 공통척으로 확가고 었다. 이 추가척

software 충올 사용차 interface 충이라고 부른다. 이 software sms 사용차가

일율 하는 완벽한 환경율 제공해 문다. 가장 정교한 것운 numeric 빛 그래픽

형래로 차료툴 보고 처리할 수 있는 window 빛 menu 률 제공한다. 이들

interface 획 배후의 생각은 고도의 71능성율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찰뭇에 빼지는 것올 배제하는 것이다. Menu 외 선택윤 self-explanatory

이어야 하고. 혼란이 있율 경우에는 도움을 채공하여야 한다. 전체 시스템은

지종일관한 방법으로 조작되어야 한다. 이들 형태의 프로그램에셔의 주훤

약첨운 그들운 제한올 받고 있으며 약간 느리다는 것이다. 그들윤 설계자가

:J.들이 하기툴 원하는 것 딴올 힐 수 있다. 만일에 사용차가 욕정의 얼올

필요로 하고 그것이 menu 션태의 어훤 것에도 나와 있지 않으면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올 하여야 하거나 그 일올 하지 말아야 한다. Error

checking 의 추가적인 충운 이들 시스템에셔 필요하며 그들의 속도를

한청하는 경향이 었다.

이 software 모텔에서 중심에 있는 drivers 로 부터 외꽉충에 었는 user

interface 로의 진천은 software 선택 스펙트험을 셜명하고 있다. 각 충은

시스햄획 프로그램올 용이하게 해주고 보다 기능척으로 해훈다. 그러나

그것은 시스템의 융동성을 제한하고 그의 실행속도를 느려게 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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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ofrware 의 션택

Software package 롤 션핵하기 휘하여셔는 용용하고저 하는 것이 software

선택 스펙트험에셔 어디에 차리하고 있는지률 관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셔

프로그램의 내용이 융용에셔 필요로하는 내용파 월차 하느냐 아니면

놓가하느냐롤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율의 사항율 고려하여야 한다.

(1) software 의 가격 (2) 웅용에셔 프로그래밍파 딸썽율 쩌l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3) 앞으로 필요하채 훨 융용분야 때로는 선솜하게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package 는 융용분야가 보다 북잡해 지면윤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청우도 었다. 다른 package 는 자료 휘묵의 다른 향상혜셔 우수한 것이 무로

몇채의 package 가 훨요하다는 것율 엽게 알 수 있다.

끌으로 경고의 말 한마다. 만일어} 프로그램 능력이 용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한 능혁올 알고 있는 사람에제 일올 딱겨야 한다. 이들 sofrware

package 의 대부분윤 좋은 학숨장비이며 능력올 향상시키는데 도옵올 줄 수

었다. 그러나 그들폰 turn-key package 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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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YST Software

가. 셔 론

며1뉴-휴도 software package 로 되어 있는 ASYSTANT 가촉 빛 ASYST 시

스햄윤 모두 뇨ltegrated package 에 풍부한 과학척 및 공학쩍 기농율 마련

하고 있다. 첫 보기에 그률의 가능올 아추 버슷하게 보인다. 이들 툴윤

완벽한 톱창척띤 package 로 넓혼 폭의 다양한 파학척 및 공학척 용용에서

유용하다. 이률 룰몰 강력한 array-based 분척， 융풍성 있는 그래픽 빛

전택책인 자료 휘륙 및 장비 제어 기눔율 제공한다. 양자는 북장한 문제

에 대한 신속한 대답율 준다.

훨요 한것에 가창 책합한 것이 어훤 것인가롤 어떻재 철청 할 수 있느

냐? 그것윤 천척으로 software 사용에 대한 계획율 어떻게 셰우느냐에 탈

혀있다. 단순한 용용 또는 software 룰 벌로 사용하처 않율 경우에는 메

뉴-유도 형으로 되어 있는 ASYSTANT 가혹이 최책일 것이다. ASYST 의 풍

부한 프로그햄 확성 겨능윤 반복 용용 빛 시스템 개발에 이상책인 것이 훨

것아다. ASYST에 친숙해 질 수 있으며 그것율 훨요어l 맞게 사용 할 수 있

게 훨 것이므로 시스템은 융용의 내용에 따라 확장되고 사용함에 있어 보다

강력하게 훨수 있올 것이다.

나.' ASYST 의 륙징

ASYST 는 파학척 빛 공학척 용용율 휘하여 톱륙하게 셜계훤 칩생된 s

oftware 사스템이다. ASYST 는 다양한 푼석， 그래획 및 자료 휘득율 째공

하고 Analog-to-Digital , Digital-to-Analog 변환 장비 , RS-232 및 GPIB/IE

EE-488 instrument interface 롤 거쳐 장비률 제어한다. ASYST 는 이천에

는 mainframe 및 minicomputer 에셔만 가능했던 재놓이 많윤 분석능력율 청

확하고 신좁하게 쳐l공해 준다.

모든 ASYST 의 거능운 형어로된 명령율 동하여 접근되거나 수청 흰다.

많몰 ASYST ~혈병윤 다혼 연어로 쓰여진 천 프로그램에서 똥둥하다. 아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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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상호 작용척 사용 또는 그률의 결합운 사용차 자신의 용용올 위한

새로훈 명령어롤 창조 할 수 었다.

ASYST 는 완벽하게 칩성되어 있어 자료의 취득， 분석 잊 화면천시 사이

에셔 원활한 전환율 할 수 있다. 사실에 있어 사용차의 웅용 및 hardware

에 따라셔 모든 3 개 동작올 동시에 합 수도 있다.

ASYST 는 4 재의 완벽하케 집성된 모율로 되어 었다.

모률 1: System/Graphic/Statistics/RS-232

시스템올 확립한다. 여기에는 arithmetic and basic sta

tistical 기능， 모든 그래획 꺼능 및 프로그래밍 언어가 포

함 되어 있다.

모률 2: 분석

모률 3: 자료 혐득

모률 4: GPIB/IEEE-488

모률 1 과 2 는 그들 자신이 프로그햄올 활 수 있는 강렴한 과학척 시

스템율 형성한다. ASYST에 률어오거나 ASYST가 얽윤 자료는 그래프로 불

수 있고 기본척 시스템 기능으로 다룰 수 있다. 모률 3 및/또는 4 를 추가

하딴플 ASYST 는 완벽하고 customizable scientific workstation 이 된다.

ASYSI’ 는 다븐 시스템 0]나 언어어l셔는 어려훈 프로그래밍올 필요로 하

는 일올 최소의 컴퓨터 지식율 가저고 있는 사람에 의해셔 사용훨 수 있다.

ASYST는 많운 향상된 업무률 간결하캐 수행 할 수 있는 지놓율 체공할 뿐

만 아니라 시스햄어} 친숙하고 시스템율 확장하는 방법율 제공해 준다.

ASYSl‘ 툴 사용하는태 3개의 기본척연 수준이 었다.

수준 1: 고성능 계산기

ASYST 의 아추 탄순하고 용이한 이 수훈에셔의 사용운 ASY

51 훌 기초척인 수학， 산술， 동계학， 삼각법 및 71 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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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제공하는 프로그램율 짜셔 할 수 있는 계산기와 같이 사

용할 수 있다.

수준 2: 명형-유도 프로그램

ASYST 는 숙달되기 청에라도 재능이 많고 포활척인 차료 변

형올 할 수 있는 장버이다. 모든 ASYST 외 취득， 분석 및

그래픽 기놓은 명령-유도로 되어 었다. 이첨운 메뉴-유도

구조보다 더많은 융홍성율 허용하고 있다. 명형윤 그률이

그틀이 실행할 routine 률 정확하게 기솔하는 것이다.

수훈 3: 프로그래밍 언어

ASYST 용어의 순셔는 사용자가 정하는 프로그램율 형성하기

위하여 셔로 연결 할 수 있다. 이는 ASYST 률 프로그래머

가 아니더라도 륙정 용용의 다양한 변화에 대용 할 수 있도

혹 한다.

ASYST 의 array-based 분석은 신촉하다. MARTIV. INV 는 얼반척 9 X 9

matrix 의 역원율 47 millisecond 에 계산한다. E’FT는 1024 point 북합

FFT률 422 millisecond 에 계산한다.

자료 취득 set-up 윤 ASYST Easy Coder 에셔 menu prompt 에 대답하는

것과 같이 용이하다.

ASYST 는 XY.AUTO.PLOT 파 같윤 명령요로 snap 의 그래픽율 채공한다.

측 차동척요로 한 자료 set 에 대한 다른 자료률 그리고， 신솜한 scaling ,

plotting 빛 곡선올 그리가 전의 혹의 numbering 도 한다.

ASYST 에 률어가변 시스템혼 메뉴 bar 률 열어 준다. ASYS'I’ 는 션호

하는 그래픽 창의 설계로 부터 hardware 의 구성에 이료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메뉴률 제공한다. ASYST의 Easy Coder 는 또한 File I/O , GPIB 및

차료취득 set-up 과 같운 공몽척 ASYST 조좌에 대한 메뉴블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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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대 단순히 답하면 Easy Coder 는 지청한 화힐에 ASYST 명명율 쓴다.

모든 ASYST 시스템윤 상체하거~， ASYST 의 학슐율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톱 해주는 예체률 척용한 학슐셔률 가추고 있다.

칙첩척헌 대탑과 진청한 융통성률 위하여 ASYST 롤 interactive 하케

사용한다. ASYST 는 다양한 착동율 하기 위한 강혁한 형어로 훤 명형어률

제공한다. 따하처 따라셔 최소의 컴퓨터 사용 청험윷 가치고 신축한 결과

률 얻율 수 있다.

FFT (신숙한 Fourier 이송 수햄 ), INTEGRATE. DATA (array 의 running

integral 계산) 및 GPIB.READ (GPIB instrument 로 부터 차료 맑융) 와 같

운 ASYST 명형윤 일율 해준다. 상용차는 code 가 않인 결과에 집충하면

된다. 팡대한 on-line word 는 ASYST 과 보다 효율척으로 일올 할 수 있도

룩 후흡해셔 장비률 도와 준다.

몇 개의 keystrokes 롤 가지고 현존하는 ASYST 명령올 결합 및 수청어}

의해셔 새로훈 병령률율 창초한다. 일단 차기 자신의 명령어활 딴률면올

그후 그률운 시스템와 형구한 일부가 흰다. 그러고 새로운 명형올 만드는

데 사용 훨 수 도 있다.

많올 경우에 있어셔 선숙한 해탑의 휘득 만으로 만촉 할 수 는 없다.

몇 단계가 포함흰 용용일 청우 또는 ASYST 툴 천핵 모르는 겨놓원이나 학생

율 원할 경우 ASYST 는 몇 재의 장바가 포함훤 질함율 용이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이 ASYST 학숨어l셔 사용차는 GPIB 차료 휘특， 단일 처리， 곡선 작생

빛 그래픽올 상호 연결 하여 통합하고 있다. 이률 조확율 빈번하게 수행할

필요가 었으면 셀협옳 자동확 하는 필요한 routine 율 용이하게 확성 할 수

있다.

- 34 .,.



1) 휘득

GPIB.READ 의 단일 명령윤 스펙트로메터로 뿌터 자료를 얽

는다.

2) 분석

차료는 다듭어지고 알맞게 조철흰다.

3) 천시

ASYST 의 그래픽윤 보통 여러개의 그래픽 창에 그려친다.

컵쳐셔 그릴수도 었으며 라벨도 낳율 수 있다.

ASYST 훌륭 가지고 있으면 사용자에 친춤한 interface 률 가자고 차신의

용용율 확립하는데 훨요한 모든 것율 갖게 훤다. MENU.KEY.DOES 와 같운

단일 ASYST 명형율 가지고 천문책인 menu-driven interface 롤 작성할 수

있다. Two easy step 에셔 단일 단어활 타자함으로셔 롤아가는 turnkey 시

스템올 확휩활 수 있다.

(1). 자료 취득 및 장비 저l어

ASYST 의 developers 는 numerous A/D 빛 D/A acquisition boards 률

휘 하여 이미 ASYST 의 driver 에 쓰여쳐 있다. 모둔 사용차가 할 얼옴

ASYST's device-independent commands 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랩에 가지천에

사용훨 board 률 지청하논 것이다. ASYST 의 차료 휘특윤 몇 개의 방법으

로 동착 시킬 수 있다. 가창 단훈한 것윤 한일 찬넬에 자료툴 취륙하는 것

이 다. ASYST 는 다수의 찬넬 빛 "foreground/background" 동확도 지원하고

있어 다중의 자료 휘뜩 착업올 다른 ASYSI’ 프로그램파 동서에 작동 시킬수

있다.

극단책으로 높은 analog I/O rate 를 위한 direct memory access(DMA).

방식의 작동(자료휘득 시스템 hardware 에셔 지훤하고 있율때) 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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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hroughput 뿐만 아니라 다른 ASYST 표프로그램 의 동시작동율 혀용한다.

l\SYST 는 disk 에로의 칙첩척인 throughput 도 지훤한다. 이는 DMA 취득과

함께 차료률 취득활 수 있는 속도와 거의 같윤 속도로 disk 에 stream 하는

것율 혀용한다. Acquisition 은 또한 signal threshold 또는 time delayed

에 의하여 triggered 훨 수 있다.

단순한 따장혐 취득으로 부터 실험실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ASYST 는

필요사항에 대한 기능파 융풍성올 훈다. 단일 찬넬의 자료 또는 여러개의

board , interface 및 instrument 률 가지고 동시에 일율 할 수 있다. 모둔

ASYST 의 휘득 및 제어 명령은 board 및 instrument dependent 이 다. 이

말운 GPIB card 를 사용한 자료 취득율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면 모틀 ASYST

·지원 GPIB card 를 사용하는 자료 춰득법율 알게 된다는 뜻이다.

(2) . 분석 및 그래픽

ASYST 는 충분한 한계의 홍체상의 기능올 포함하고 있다. MEAN 및

VARIANCE 와 같운 기초척연 명령에셔 부터 보다 향상된 routine 얀 FRACTI

LES 및 ANOVl\ 에 이료기까지 다양하다.

취득된 차료는 칙접 array 또는 file 해 저장되므로 그것윤 신속한 전

시 및 심층 분석올 위하여 당장 사용할 수 있다. 자료률 다틈율 수 있고

그것율 변형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컬과의 단계툴 그림으로 그힐 수 있

다. 또는 numerical modeling올 워하여 curve-fitting 및 matrix 및 eigen

시스템 기능과 같은 ASYST 의 특징올 사용활 수 있다.

ASYST 눈 automatic , customizable 그래픽올 위하여 높윤 수준의 그래

픽 명령올 가지고 있다. 이에는 multiple plot superimposition , 사용차가

-결정하는 window , interactive data scrolling, support of color graphics

’ conour 빚 고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ASYST 는 융통성있는 array editor 를 제공한다. Array 의 모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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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l는 커서 제어 방법 또는 명령올 타차함으로셔 첩근 할 수 있다. Array

는 또한 reshape , catenate , laminate 및 subsectione 될 수 있다. 단얼

명령으로 첩근할 수 있는 array scroller는 후속의 처리를 위해셔 방대한

자료 set 빚 interactively selected 환련된 subsection 율 거쩌 scroll 합

수 었다.

ASYST 는 기본척인 수학애처 참각법， 더 나아가서 FFTs 와 같운 북창

한 조작까지 충분한 범위의 분석 착업올 취급한다. ASYST의 명령윤 속도

률 위하여 array-based 이다. 이것운 명형윤 자동척으로 모든 자료 elem-

ment 에셔 동착혐올 뜻하는 것이다. 거치창스러훈 loop의 필요성이 없다.

져원되고 있는 고도의 조작은 signal processing , waveform analysis , a f

ull range of matrix 및 vector operations , polynomial math 및 curve fi

tting 과 같은 용용율 망라하고 있다. ASYST 의 명형운 셔로 연곁할 수 있

어 새로훈 용어의 청의흘 만들 수 있어 하나외 용어로 부터 설뺑훨 북합 절

차롤 허용하고 있다. 예툴 들면 MY.DIGITAL.FILTER 또는 CALCULATE.TENSOR

S 와 같운 single user defined command 률 부툴 수 있고 ASYST code 의 s

tring , even page 를 실행활 수 있다.

채로운 C 맺 Fortran 언어 interface 률 사용하여 현존 프로그램에셔외

투자볼 보호하거나 동료의 착업획 이익율 휘할 수 었다. Interface 는 A

SYST 내에셔 microsoft C (ver 5.0) 및 Fortran (ver 4.1) 으로 쓰여찬 fu

nctions , subroutines 및 libraries 툴 running 시켜 ASYST 프로그램올 향

상시켜 룬다.

ASYST 률 가지고 다른 곳에서 힘득훤 자료에 첩근할 수 었다. ASYST

논 Lotus 1-2-3 및 ASCII 와 같운 모든 공통 자료 file format 올 위한 f一

ile input/output 률 지원하고 있다.

ASYST 는 모율로셔 판매되고 있다. 필요한 것만 사면 된다. 모률1 및

- 37 -



2는 기본 시스템， 모든 푼석， 통계 및 그래찍 기능울 가지고 있올 뿔만아니

라 RS-232 interface 기능도 가지고 있다. 모률 3윤 A/D 9 D/A 및 Digital

I/O 자료 휘특율 추가 해출다. 모률 4는 장비 제어툴 위한 GPIB/IEEE-488

interface 의 지원올 추가 해준다. 모률 3 빛 4 는 기본 시스템과 함쩨

구입해도 좋고 뒤에 추가로 구입해도 좋다.

(3) ASYST 3.0 software 사양운 표 3 과 같으며 hardware 사양폰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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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YST 3.0 SPECIFICATIONS

Modules 1 and 2: Base System, Analysis , Statistics,Graphics and 15-232

Interfacing

D'" Basic Ma'한1: Complete arithmetic operations , including all trigonometric

f따lctions ， exponentiation and logarithms.

B7 Nun빠er 만pes: Single and double precision integer, real , and complex

data types.

B7 File Conversions: To and from ASCII , BASIC ,packed binary, and Lotus

1-2-3 file.

rr External Languages: Interfaces to Microso.ft C (version 5) 뻐d Fortran

(version 4.1).

다. Utilities: 에enu-driven set-up~ Ersy Coder, menu generating tools , text

editor, error tracer , on-line help ,DOS Shell.

~ Control Structures: if .• else •. then , begin ‘ • 뻐til ， begin•. while ••

repeat , do .. loop. Comparisons available are= , <, ~， >, ~， ><, not ~ and ,

or , xor.

P- Special Functions

~ Wavefom Processing:

Waveform arithmetic

Fast Fourier transfonn (FFT)

Inverse FF!

2-DFFT,2DIFFT

Smoothing, clipping

Convolution

Filtering

Pe하‘ detection



Table 3 Continue

때까
“

14·umm”y아
nur·nm

패
rau

얘
--‘

’값.
꽤

rJ

1li

s

h

.h

짧
fn

‘
빠

··s

g

d

않

·
·
해

m

돼

띠
廳
피

빼

써
째

따

.m

m

따m

뻐
·
댔

·m

.
뼈
뼈

댔

.n

”m

맨

，
때
따
·m

따

r

·R

하

개

g

하

n

따

·m

l

뼈

따

”
돼

m

양
짧
따
떠
때
빼
않
따
빼
M

m

빼
빼

떼
빼
願m

때
않
빠
파

때

빠

·
피
t「
n

R

빼

빼
R

J띠

’
나
없
m

웹

·
파
·
펴
M뼈

따
m

S

따
--·n

d

·j

」μ

”m

.
뼈
깐

얘

·
괴
않
a

·m

뼈
‘·m

·
펴
·
퍼
빠

”
떠
뻐
.m

했

뼈

페

，
폐
따

·
펴
때

·
뾰
때

뼈

냐
야

맨
F

염

랴

%

.
때
얀

잉
.
따

m

·
패
삐

m

t

y

a

m

m

차

t

s

t

a

뻐

웹

’
댔%

빠

，
따따

밟

샘

양

뼈

뻐
‘
·m

뼈

聊

뼈
rm

짜
써따

빼
-
때
‘μ냐
·
싫·R

·
뼈.
웹

따

”n

U

%

n
‘

2

.
밍

앞

얹

뼈
‘
따

따

얀

·
펴d

R

·
핑
·
띠
따

따

m
ω
다

X
ω
삐

삐

파

I

D

C

G

C

R

W

U

L

e

p

에

D

D

O

Q

E

S

P

P

R

S

B

C

G

PU

『

mu

『

- ·40 -



Table 3 Continue

Student-T distributions

F-distributions

Sort, sort and index

Random number generation

I-and 2-way ANOVAs

Histograms

U Graphics:

X-Y plots

Color support

Auto-scaling and data fitting

Contour plots

Axonometric plots

Pie and bar charts

Superposition of multiple plots

User-defined graphics windows

Log. linear and polar plots

Error bars

Plot symbol and line type selection

Labels in any direction

Graphics scroller

Zoom-in feature

Plotter and printer support

합 RS-232 Interfacing:

Multiple log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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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

Foreground/background data reception

Multiple data types supported

Buffered and non-buffered I/O

Variable mode parameters

Modules 3 뻐d 4: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 With AID , D/A Converters-Module 3:

Single or multiple channel input/output

Multiple boards simultaneously

Time , threshold and digital triggering

Single-and double-buffered acquisition

DMA Support (up to maximum hardware speeds)* , DMA direct to disk*

Programmable input gain*

Support of background/foreground operations

Internal/external clockings*

Digital 1/0*

DATAQ waveform scroller support*

*Hardware dependent

~ Wi엄1 GPIB/IEEE-488-Module 4:

Device independent commands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operation

DMA acquisition

Parallel and serial polling

Triggering

Array buffering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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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YST 3.0 Hardware Specifications:

Required:

~ IBM PCIXT/AT or lOOcompatible , including IBM PS/2, 386-based

computers in real mode.

p- DOS 2‘ o or above

~ Intel 8087 , or 80287 , or 80387 rna상1 coprocessor chip.

17 640K 뻐H

17 25 pin st뻐dard printer port

17 Hard disk and one floppy drive

~ One of the following graphics boards: IBM eGA , EGA , VGA , or 100

compatible , Hercules monochrome graphics adapter , AT T hi혈1 resolution&

graphics card (monochrome only)

Optional:

P" Pr화lters supported:

IBM graphics printers and all 100compatibles, Epson , HP LaserJet , T1

855/865 , IBM Proprinter, Okidata Microline 182.

~ Plotters supported:

HP7440 , HP7470 , HP7475 , Gould Colorwriter #2 Plotters or any HPGL

plotter(paper size A and B)

17 L1엔 (Lotus/Intel/Microsoft) standard Expanded 얘emory.

Data Acquisition Boards Supported (requires Module 3) :

Analog Devices (RTI-800, RTI-8D2 , RTI-815, RTI-815A , RTI-815F , RTI-820) ,

- 4J -



Table 4 Continue

Cyborg (ISAAC 91-1 , ISAAC 41-1) , Data Translation(DT2801, DT280lA,

DT2801/5716 , DT2808, DT2811,DT2818, DT2821 , DT2821-F-16SE , DT2821-F-8Dl ,

DT2821-G-16SE , DT2821-G-8D1, DT2823 , DT2825 , DT2827, DT2828) , IBM DACA ,

keithley (System 570, Series 600-selected modules) , MetraByte (Das-8: also

EXP-16 , DAS-16: F and G Das 20) , Scientific Solutions (Lab Master, Lab

Tender , DADIO). Any board with a driver written according to the

ASYST DAS Driver Specification. Intel 8255 and general digital I/O ports.

GPIB boards supported (requires 삐odule 4):

PC/XT/AT:

Advantech (PCL-748) , BBS (GPIB-100) ,B&C (PC488A) , Capital Equipment

(4x488 ， PC<송양88 Models 300 삐d 310) , Contec (GPIB(PC» , Hewlett-Packard

HPIB IBM (lEEE-488-GPIB) , res (488-PCl) , lOtech (GP488A) , MetraByte (IE-488) ,

National Instruments (GPlB-PC , GPIB-PClI , GPIB-PCIIA , GPIB-PCIII , AT-GPIB) ,

Qua Tech (MXI-100) , Scientific Solutions (IEEE-488LM) , Ziatech (ZT 1싫4) .

PS/2:

Capital Equipment (PS숭 승488) ， 1/0 Tech (GP488/2) ,Scientific Solutions

(MC-IEEE488) , National Instruments (Me-GPIB) , Qua Tech (MXI-lOOO) , Ziatech

( ZT/2)

New boards are added frequently; call for latest listings. Complete

system consists of 75 1/4" disks , copy protection block, 없ld full

documentation including tutorials and quick referenc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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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연구결과 빛 고찰

1. ASYST 에셔의 자료휘득 및 제어

가. 셔 론

차료휘득 빛 쳐l어 시스탬운 실재세계인 툴리책 따라메타와 인공세계인

digital 계산 및 제어 사이툴 interface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와 같혼

실채째계 따라메터에는 센셔， transducers , meters 및 북잡한 실험철 장비

에 의해서 발생훤 천기척 신호가 포함된다. 센셔 및 transducers 는 그들

이 혹청하는 물리책 정철에 비례하여 변하는 천압올 발생시흰다. 때로는

전류 및 저항올 발생시킬때도 있다. 예를 률변 단순한 thennocouples 운

운도에 따라 변하는 전압율 발생한다. 보다 북잡한 실재셰계 신호의 발

생원윤 dimethyl ether 와 같윤 기체의 농도에 따라 변하는 롤력 신호를

발생하는 mass spectrometer 와 같운 장비가 있율 수 있다. Analog 로

부터 digital 세계로의 interface 겨눔올 수행하는 장비를 analog to dig

ital (A/D) 변환기라고 부른다.

많온 경우에 있어셔 우리는 우리의 컴퓨터가 천압경사불 발생하도륙

사용되기률 원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운 전압운 chart recoder 의 x-혹올

조정하는페 사용되거나 때로는 어떤 실험에셔 자기장 또는 천가장의 체어에

사용훨 수 있다. 컴퓨터의 digital 세계로 부터 셀채셰계 (analog) 로 i

nterface 하는 창버률 digital to analog (D/깨 변환기하고 부른다.

어떤 형태의 장비에서의 analog interface 의 사용운 필요 이상으로

북잡활 경우가 었다. 일채세계 선호가 혹청 또는 제어 훨때 두 천압 값의

하나만율 취할 수 있율경우는 digital interface 는 때로는 보다 단순하고

저렴하다. 예툴 툴변 digital 출력신호는 stepper 모터 또는 gate exter

nal events 률 조절하는 사용될 수 있다. Digital 입혁은， 예롤 툴멸 AID

또는 D/A 변환올 시작하기천에 장버가 준비뀔때률 기다리는데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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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igital 입혁 또늪 훌력에셔 사용되는 천합의 준휘는 transistor-tr-

ansistor logic (멀찌 춘위 (0 에셔 5 불트) 로 부터 24 볼트 DC 또는 280

불트 AC 까지여다.

차료휘득 및 체어에셔 사용할 수 있는 IBM PC 용 plug-in boards 의

형태는 대단히 많다. 이률 보드는 AID 변환기 ， D/A 변환기， digital 입혁

/훌럭 (I/O) port , 또논 이률 셋의 어떤 조합율 까지고 있다. ASYST 의 a

cquisition package 는 Data Translation DT-2800 계열 , Tecmar Lab Master

Lab Tender 및 DADIO board , 및 Keithley DAS 500 시스햄과 같온 일반책인

차료휘특 시스템율 사용할 수 있도몹 철계되어 었다. ASYST 는 그률이 어

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환 상세한 지식없아 이률 boards 툴 사용할 수 있도륙

해 문다. 그러나 그률율 가장 효과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처는 시스댐에셔

사용하고 있는 욕청 board(s) 의 특성운 반듯이 이해 해 둘 필요가 었다.

다융에 계속되는 항에셔 AID 및 D/A 변환 및 digital 입력/훌혁 ports 의

가장 중요한 톡성율 지척하고 있다.

나. Analog to Digital 변환

자료휘득에셔 가장 충요한 것올 analog 신호의 정확한 digital 신호률

휘득하는 것이다. 자료가 부청확하면 그것율 수청하기 위한 쳐리방법은

없다. Digitized 신호의 정확성운 우리가 취륙하고져 원하는 analog 신호

의 륙성， PC 에 가지고 있는 륙정 AID 변환기 몇 우리의 software 가 어떻

게 ::r것율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1). 분해능

AID 변환기에 명향율 주는 가장 기본척인 사양윤 그의 n.분해능” 이다.

주어진 범위의 입력 천압에셔 높윤 분해능의 A/D 는 analog 천압에셔 셰분

된 변화를 검훌할 수 있다. AID 변환기의 분해농몰 그가 불해할 수 있는

bits 의 수로 규정된다. 용상쩍인 AID 변환기는 8 bit , 10 bit , 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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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의 분해능올 가지고 있다. 우리가 0 에셔 5 불트의 신호툴 셔로 다른

AID 변환기에 척용시켰율때 8 bit 환해눔의 변환기는 다율과 갈온 천압차툴

검훌활 수 있다.

5 volts I (2
8

) = 5 volts I 256 = 20 millivolts

또한 12 bit AID 변환가눈 다몸과 활혼 천압차툴 컴훌활 수 있다.

5 volts / (2iA) = 5 volts / 4096 =1. 22 milliV9lts

。I 와칼이 12 bit AID 변환기가 보다 좋운 분해놓 사양율 가치고 있다.

모든 AID 변환기는 analog 천랍옳 digital 솟자로 변화시킨다. 사용

자는 사용하는 AID 변환기가 되툴려추는 수의 범위에 형향율 추는 훈해능의

bit 수롤 반풋이 알아야 한다. 8 bit AID 변환기눈 천혐척으로 0 부터 255

까치의 청수촬 되롤려준다. (또한 어떤 경우에 있어셔는 그의 범위는 -128

에셔 127 까치로 된다. ) 이와 같옴 변환기에셔는 정수값 O윤 최소의 입력

천압이 되는 한환 255 는 획고의 입력 전합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10

bit AID 변환기는 o 에셔 1023 법위의 정수롤 롤혀 추고 12 bit AID 변환지

는 0 에셔 4095 까치의 값율 톨려 준다.

(2). Signal to Noise Ratio

AID 변환기에 관련훤 푸 번째 사양윤 그의 analog 천얄 입력 법위와

초래되는 "signal to noise ratio" (SIN) 이다. 10 볼트의 회고 입력 범

위률 가진 8 bit 의 AID 변환기물 생각할때 입력 범위는 AID 변환기가 구벌

B
할 수 있는 256 (2 Y

) 재의 가놓한 전압 준위어l 컬치게 된다.

AID SPANS 에 연결한 analog 입력 신호가 10 불트의 범위이면 256 훈

위 모두가 사용훤다. 그러나 만일에 입혁 신호가 단지 2.5 불트에 이르면

64개 만의 가능한 코드.가 사용훤다. mlalog 입력의 천 범위률 사용하지

않으.므로셔 noise ratio 에 대한 창채척 산호가 낯아진다. 그들의 융풍

성율 층진시키기 위하여 많운 AID 변환기는 board 에 있는 충폭기의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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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변화 시켜 몇개의 다륜 입력 불테이지 범위에셔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었다. 그렇케하여 noise ratio 에 대한 선호를 최척화 하게 된다. Board

의 형태에 따라 hardware jumper에 의해서， 륙정값의 정항계 또는 software

제어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3). 자료 취득율

AID 변환까와 관련된 세번째 고려사항윤 ”차료 휘득율” 이다. 차료

춰특율은 사용하는 컴퓨터의 analog 전압에셔의 변확에 따른 시간의 검훌

능력율 결정한다.

그휠 13 에 보여 주고 있는 sine 따률 보면 AID 변환의 시청윤 sine

와 아래에 있눈 선에 의해셔 표시되어 있다. 그러고 휘특환 전압윤 sine

따상의 부호로 보여 추고 있다.

Figure 13

우리가 봅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료취묵은 따형의 정확한 묘사률 생산

하는데 충분한 번도툴 가지고 변환되고 있다. ;l: l 금 그림 14 를 생각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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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ine 파위 추’따수가 t 증가되r야; 자료 ’휘득운1.부호에= 의해셔 ，보여추고. ，있는

것과 같이 C?1 루어지고 j있다. 사 이률，.자료에 맞눈‘ 곡션율‘I. 파리면 ‘야 그림에 ,

겹쳐 그려져잊었는r 찰훗된파형t몰;‘ n~}꺼Il~' 훨 것이다.닐 이와 같윤 현상율 ”

aliasing" ·~l랴포션폈븐다i. _0 이“‘문제률 배제하자 위;하여’셔;는L자료휘득율은s

Figure 14 p

입력 신호의i 최대 주따수의’ 척어-도 .2 쐐는 되어야‘한다는， I규륙율 척용하는

것이다.

Analog 파혐올’ digi tiz'e" 하기 위하여사용되는 차료혐득율윤 자용하는

hardware 및?그것율 제어.하는 soft찌are 양차왜?달려-었다. 모든 AID 시스

템은 hardwiute 에~ ，의해서‘、컬청되’는 ;J.들의 、혐를율에 높운 홉의 한계가있다

일반척으로 이 한계는 수첩 Kilohertz i<가"훤다. 때로는 실질적언 휘1특율혼;

software 가 얼마나 신속하게 AiD 변환기로부터 4사용，하는 컴퓨터 때모리로

차료률 휘할f수f 있느냐에 따라 체한율 -τ받는다간 ::( ASYST Acquisitionη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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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 는 최고 취푹율율 워하여 "assembly coded" analog input routines 률

사용하여 셜계되어 있다. ) 또한 aliasing 롤 배체하기 위하여 신속한 휘특

율 원할 경우에는 너푸 많윤 자료의 휘묵율 원하지 말거나 입력되는 자료툴

처장하키 위한 out of room 율 동착시켜야 한다. 많운 boards 는 내장된

시계률 가지고 었다. 이률윤 AID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챔에셔 취득

율율 조청하기 위하여 software 혜 의해셔 처l어훤다. 이툴 시계는 최고율

보다 낮윤 율에셔 천압이 digitized 될 수 있도혹 혀용될다. 사용차눈 차

료휘특 작업율 함에 있어 차료휘득율율 선택할때 analog 신호의 진폭 뽑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자료툴 처장할 것띤치의 양차에 대하여 초심스러훈

배려률 할 필요가 있다.

(4). Analog 헤ultiplexer

대부분의 ASYST 에 의해셔 지원되는 AID 변환기 보드는 analog "mul

tiplexer" 라고 불리우는 digitally 제어되는 스윗~l툴 가지고 있다.

이것옴 AID 보드에 입력되는 몇개의 천압 입력중의 하나의 휘특율 허용해

준다. 각각의 이와 같은 입력 천압운 하나의 analog 입력 ”찬넬” 과 같이

깐추훤다. 하나의 실험에셔 다븐 원천으로 부터 전압이 발생훨때 연속척인

입력 신호률 휘득하도로 multiplexer 툴 체어활 수 있다. %Ialog 입력 찬

낼 사야의 전환율 일반척으로 digitize 되는 천압보다 신좁하게 하므로서

이것혼 천환 공청율 느리게 하지 않는다.

많올 AID 변환기는 장비로부터 공급되는 외휴에 었는 digital synchr-

onization 신호률 사용하여 조좌될 수 있다. 이와 같윤 신호는 전체 따형

의 휘득 시착율 trigger 하는데 사용될 수 있거나 그률윤 취득이 이루어진

시간율 혹정하는 시껴l률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같툴 외부에셔 공급된 sy-

nchronization 선호는 어떻게 AID 변환기툴 사용 장비에 interface 시키느

냐는 점에셔 보다 많윤 융몽성을 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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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rdware Jumper 의 전핵

AID 변환 보드의 어펀 모델올 그률의 hardware 륙생율 hardware jump

ers 률 변화시킴으로셔 어떤 변화률 초래할 수 있도륙 해추고 있다. 앞

셔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보드툴올 jumper 션택으로 그률의 입력 충폭기의

gain 의 변화률 할 수 있도록 해추고 있다. 여I툴 률면 "2X" gain 운 청상

척으로 o 에셔 10 불트의 입력 범와톨 가진 AID 변환기불 어떤 digital c ‘

oders 의 냥버없이 0 부터 5 불트 범위외 입력에셔 사용활 수 있도록 해 훈

다. 이와 같이 AID 변환기의 전체 규모의 범위는 gain 율 달리 함으로셔

변화시킬 수 있다. 일반척인 gain 값옴 lX, 2X , 4X, 8X , lOX , lOOX 및 5

oox 이다. 일반척으로 analog 션호의 전압 준위에 쭉 일치하는 gain 값율

션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하므로셔 AID 변환기의 signal to no

ise ratio 툴 최척화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릎올 gains 윤 일반책으로 h

ardware 가 혁용하는 최고 휘득율율 감소시칸다는 첫율 알아야 한다. 또한

앞셔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보드눈 jumper 보다는 software 에 의해셔 변

화시키도륙 되어 있다. ,

또다른 hardware 어l처의 선택올 가끔 jumper 에 의해셔 변경되는 것으

로 압력 천압 범휘카 모두 양와 천압 "unipolar input" 이냐 또는 뿌 와 향

의 양혹 천압 "bipolar input" 이냐에 따라셔 변경되는 것이다. Unipolar

대 bipolar 의 선택폰 digitize 할 선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선택

용 주어진 불리척 천압에 대하여 되 풀려지는 digital code 에 명향율 준다

는 것올 명성하여야 한다.

많운 board 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지막 jumper 선택플 "single ended"

대 "differential" 신호 입혁의 사용율 허용하고 있다. 사용하는 board 에

이 기능이 었으변 더 많운 정보률 얻지 위하여 AID hardware 셜명셔툴 참조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와 훤칙혼 differential 입력운 신호가 noi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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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rference 에 민감할때 가끔 사용환다는 것이다. Differential 입혁이

사용될때 AID 변환카에 입력할 수 있눈 analog 신호 입력의 수는 반감될다.

그 이유는 각 신호에 대하여 2개의 miltip1exer 찬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가하여 AID board 로의 신호의 연결윤 single ended 신효때와 활라 친다.

그러나 AID 변환기의 자료취득율 또는 거타 륙성에는 형향율 미쳐치 않는다

Hardware jumper 션택울 어떻게 조청할 것인가에 대하여 AID 변환기

hardware 설명셔툴 항상 창조하여야 한다.

다. Digital to Analog 변환

Digital to 뻐alog 변환기는 digital 수로 부터 실채세계 전압율 발생

하거 위하여 사용훤다. 본질책으로 DIA 변환기는 AID 변환기의 반대 방함

의 일율 하는 것이다. 따라셔 AID 와 DIA 변환기 양자는 어떻게 설채세계

천압과 digital 수가 상호 착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셔 그률의 륙성은

비슷하다는 것율 여}륙 할 수 있다.

(.1). 분해능 및 Coding

AID 변환기에셔의 경우와 같이 D/A 변환기 또한 분해능 사양에 의해셔

특성지어 진다. 옳은 분해능의 D/A 변환기는 미셰한 변화룹 가진 훌혁 천

압율 발생 할 수 있다. D/A 변환기의 문해능온 bit 수로 나타낸다. 일

반척인 DIA 변환기는 8 bit, 10 bit 또는 12 bit 의 분해농울 가지고 있다.

만일에 몇개의 DIA 변환기가 있고 모두 0 에셔 5 볼트.률 발쟁하도륙 조정되

어 었다면 10 bit 의 분해능율 가진 변환기의 툴력 건압운 다옴과 같다.

5 롤트 / (2 ‘。) = 5 불트 I 1024 = 4.9 밀리롤트

마찬가지로 12 bit DIA 변환기의 훌력 천압온 다옵파 같다.

5 불트 I (2 1
),) = 5 볼트 I 4096 = 1. 22 빌리활트

이와같이 12 bit D/A 변환기가 보다 좋은 문해능 사양올 가지고 었다.

모든 D/1\ 변환기는 analog 천압을 발생하눈데 digital 수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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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변환기가 가자고 있는 푼해놓외 bit 수는 이률 천압율 발생하는데 사용

훨 수의 범위에 영향윷 준다는 것율 알아야 한다. 8 bit D/1\ 변환기늪 O

부터 255 까지의 청수인 수률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들

운 -128 부터 127 까지의 범위가 훨 수도 있다. ) 이확 같폴 변환기에셔는

정수값 O 윤 최소의 활혁 천합율 발생하고 한현 255 는 획고의 천맙율 발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10 bit DI1\ 변환기는 0 부터 1023 까치의 범위의

연수롤， 12 bit DI1\ 변환기는 O 부터 4095 까치의 인수률 사용하게 흰다.

(2). Update Rates

AID 변환기는 얼마나 신속하게 자료툴 휘륙할 수 있느냐에 제한이 있

었던 것과 칼이 D/A 변환기는 얼마나 신숙학거} 출력 천압 또는 따형율 밭쟁

할 수 있느냐에 제한이 있다. 대부훈의 D/1\ 변환기는 수섭 kilohertz 의

높은 율에처 software 로 부터 조청할 수 있다. 때로는 사용하고 있는 장

비 (여1물 들면， analog chart recoder) 가 이 율에서 훌력되는 신호에 책용

하지 몽할 때도 있다. Board 에 있는 또는 외부 시계률 자료가 훌력되는

율율 체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D/1\ 변환기가 짜혐율 발생하는데 사용

되고 있올 경우 또 다른 고려의 대상은 따형외 한 추기당 훌렴되는 캠의 수

이다. 이것은 다분히 D/A output clock rate 에 탈허 었다. 그 이유는

이률 2 개의 수의 곱윤 훌혁의 주기를 컬청하기 때문이다.

많운 D/1\ 변환기는 그률에체 새로훈 digital 값율 보낼때까지 그들의

훌력 천압올 변화로부터 유지해추는 digital hardware 불 가지고 있다. 그

욕성은 analog 천압 훌력율 비교척 빈번하지 않게 또는 추기책이 않언 율로

셔 변확시킬때 륙히 유용확다. Tecomor Lab Tender board 와 찰운 어떤 DI

A 변환기 시스템은 analog "sample and hold" 빽로툴 사용한 D/A 변환기툴

가지고 있다는 것율 알아야 한다. 이와 같혼 boards 로 부터의 D/A 훌력윤

돼 100 밀라초 당 1회 또는 이와 버슷한 어떤 최소의 율에처 update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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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일에 그률이 update 되저 않으변 그률의 훌력 천압윤 원래의 D/A

변환기로의 훌력 값 보다 낮게 된다.

(3). Multichannel Output

Multiple D/A 변환기훌 가진 차료취득 board 률 발견한다는 것윤 아주

흔한 일야다. 따라셔 우리는 몇개의 analog 천합 훌력율 발생할 수 었다.

각각의 D/A 변환기는 때로는 하나의 "analog 훌력 찬넬” 로 간주 훤다.

셔로 다른 multichannel 출력 boards 사이외 차이률 알아야 한다는 것은 대

단획 중요한 일이다. 어떤 boards 는 모든 D/A 훌력 찬넬이 동시에 그률

의 전압율 변화시킬때 "synchronous" 출력 변화률 획용하고 있다. 이와

같운 시스랩에셔는 각 D/A 변환기로 보내지는 digital 값율 일시에 지정한

다. 그러나 어떤 analog 훌력 천압도 모든 digital 값이 지정훨때 까지 변

하지 않는다.

어떤 D/A 변환 시스댐은 synchronous 훌력 변화물 허용하지 않눈다.

이와 같운 non-synchronous D/A 변환 시스템에셔는 계속척인 훌혁에셔 발생

하는 변화 사이의 시간 치연운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률운 배제할

수 는 없다. 그 이유는 ASYST’ 는 "assembly language" 기법율 사용하기 때

문이다. 이것윤 non-synchronous boards 에셔 수섭 밀리초 이내에 D/A 값

율 롤력시킬 수 있다.

(4). Hardware Jumper 션택

때로는~ D/A 변환 시스템운 몇개의 hardware jumper 률 가저고 있어 그

들의 동착 륙성혜 영향올 줄 수 있다. Jumper 들은 digital 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력 압력의 범위를 지정하는데 사용훨 수 있다. 여}률 틀어 만

일에 10 bit D/A 가 O 어1 셔 5 불트로 훌력으로 조정되면운 0 의 digital 값

윤 O 불E 준우}롤 발생하고 반면에 1023 의 digital 값윤 5 불트를 발생하

게 된다. 만일에 이 같은 D/A 변환기가 -10 에셔 10 불트 훌력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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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은 o 의 digital 값혼 -10 볼트률 발생-하고 512 의 값운 O 불트률 밭생

하고 1023 의 값윤 +10 볼트률 발생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board 가 externally clocked 또는 triggered mode 에셔 작동

할 수 있는 기타 jumpers 도 볼 수 있다.

라. Digital 입력/출력

모든 자료휘륙 시스템운 digital 신호롤 얽거나 쓰기휘한 척어도 하나

의 port 률 가지고 있다. 이들 ports 는 천혐책으로 입력 또는 롤력율 위

하여 port 당 8 또논 16 bits 률 가지고 있다. (주: 8 bits 는 때로는 칩합

책으로 1 "byte" 로 간추한다. 한편 16 bits 는 "\liord" 라고 부른다. )

Digital 입력 또는 훌력 board 의 가장 일반척인 형태는 2 개의 가농한 상

태률 가치고 있다. 측 ”높은” 신효 춘위 (2.5 불트와 5.0 롤트 사이) 또는

”낯운” 훈휘 (0.0 파 0.8 롤트 사이) 의 양자률 가지고 있다. 모든 bit 는

놓거나 낮율 수 밖에 없다. (충깐값운 허용되지 않는다.) Digital port 안

에 있는 bits ‘의 각각윤 다만 단일의 onloff 값율 압력 또는 훌력하는테 사

용될 수 있다. 여}툴 률면， 딴일 bit 눈 gated 신호의 turn on 에 사용훨

수 있거나 stepper motor 가 고정훤 자리롤 동과했율때 검롤하기 위하여 사

용훨 수 었다.

때로는 bit 들운 하나 보다 많은 group 으로 합쩨 사용훤다. 예륨 률

변 4개의 digital 입력 bits 는 볼트. 메타로 부터 단일 BCD (binary coded

decimal) 수의 출력율 읽는데 사용필 수 있다. ASYST 눈 "digital masks"

의 개념올 사용하여 bits 률 group 화 하는 digital 입력 및 훌혁율 지원하

고 있다. 측 digital 입력 또는 훌력 port 안에셔 어떤 추어진 시간에，

어떤 bits 가 사용훨 것인치툴 치청한다.

일반척으로 어떤 digital port 안에 있는 모든 bit 는 맙혁 또는 훌력

에셔 반듯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차가 동시에 사용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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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어떻케 사용훨 것인가훌 지정하는 digital hardware 는 software 률

흉하여 욕청 조작 ”모드” 로 반듯이 초청되어야 한다. ASYST 는 hardware

에셔 지원되고 있는 책철한 digital I/O 모드롤 단일 digital mode 값율 쳐

청 하므로셔 사용훨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명샘해야 할 첨응 다른 채작

자의 boards 는 째로는 digital 업력 또는 훌력에셔 기놓척으로 동일한 형

태롤 지청하는데 다른 mode 값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o~ . Modes of Operation

어떤 추어진 실험 셜바에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A/D 과 D/A 변환기

및 digital I/O 익 사용형태는 상당히 다툴 것이다. 섬지어 찰올 실험실

에셔도 그벌 수가 있다. 예툴 툴면 한 실혐에셔는 1 I<hz rate 에셔 수초

사이에 한번의 자료휘득이 필요하고 한현 다륜 실험에셔는 2개의 analog 찬

낼로 부터 매 수초 사이에 한번 자료률 휘둑하는 수 시깐에 컬찬 자료까 필

요할 때도 있다. 이와 같올 륜 변화에 척용할 수 있는 표준의 차료휘득 시

스템율 hardware 상에셔 마련한다는 것흘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셔

ASYST 는 어떤 륙청의 차료휘특 용용율 마련하는데 훨요한 software 률 쳐1

공하고 있다.

극단척으로 놓올 analog I/O rate 툴 워하여서는 direct memory acce

S5 (DMA) mode 의 운천아 차료취푹 서스템 hardware 어I셔 치원되고 있율때

최고의 thrall링lput 뿔만 아니라 기타 ASYST 프로그램의 동시 사용도 혀용하

고 있다. . ASYST 는 disk acquisition support words 툴 가진 DMA 불 사용

하여 많운 자료의 이송올 지원확고 있다. 이률 words 률 가진 DMA 률 가지

고 PC 의 64K buffer 제한율 깨트힐 수 있는 놓은 속도률 확용하고 있다.

Block mode 이송이라고 후르고 있는 보다 일반척인 자료 이송 mode 는

ASYST 에 의해처 치원되는 모돈 차료취득 board 에셔 까능하다. Block m

ode 자료이송은 전형척으로 DMA 보다 느랴다. 그러고 다른 ASYST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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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시 사용이 불가능확다.

ASYST 차료휘득 시스템운 foreground/background (multi-tasking) mo

de 의 조착율 마련하고 있어 multiple 자료취득 작업율 다른 ASYST 프로그

램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톱 핵 주고 있다. PC 의 설사간 시계는 proce

ssor 가 각각의 foreground 및 background 작업에 체공하는 시깐악 양율 체

어한다. 따라셔 몇 개의 확업이 일시에 기동훨 수 있다. 이 mode 는 DM

또는 block transfer mode 의 어느것 보다 더한충의 융통성이 었다. 그러

나 작업이 수행되는 rate 가 차료의 throu힐lput rate 률 제한한다.

가장 융풍성이 있는 analog 및 digital I/O mode 에는 progranuned 10

ops 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척으로 오칙 한정된 수의 자료만이 1

oop 의 각 추기 기간충 입력 또는 출력 될 수 있다. 그러나 loop 는 mult

iple conditional execution paths 뿐만아니라 제한이 없는 analog 잊 dig

ita1 I/O 조학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아 융통성에 대한 대체물은 모든 II

o modes 의 가창 낮운 throughput rate 툴 가지고 있는 complex loop 이다.

이둘 operation mode 를 요약함에 었어 령심해야 활 가창 중요한 개념

은 차료휘득에서 혈마나 빼르게 빛 얼마나 많운 융통성을 가치고 있느냐 사

이에는 항상 타협에 엌한 대체물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에 hardware 툴

척철하게 져1아 하는데 기다한 software overhead 가 필요할 경우 이것윤 얼

마나 빼르거I 자료률 입력 또는 출력 할 수 있느냐 하는 챔에셔 쳐!한율 받거1

된다. 극단척인 경우의 한 예로셔 만얼에 우리가 단일엌 A/D 찬넬에셔 여

러번 단순하게 자료툴 휘득할 경우 우리는 극단척으로 높문 입력율에 도달

할 수 있다. ASYST 의 자료휘득 및 제어 시스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융통성과 자료 throughput 사이에셔 우리의 결청올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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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료획득 Hardware 률 위한 ASYST 의 각책

ASYST 자료취득의 사용올 실질척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셔 사용할 자료

휘득 board 률 PC 의 확창스롯 한곳에 삽입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용하는 hardware 에 마추어 ASYSl’ 률 각책 확여야한다. ASYST 의 각씩운

다융의 3 단계롤 수뺑하여야 한다.

가. 션택된 Overlay 률 올린다. (overlay 착색 메뉴)

나. 자료취득 시스댐의 Buffer 크기물 변화 시칸다. (메모리 각책 메뉴)

다. 사용하는 자료휘푹 보드롤 짝씩한다. (DAS 각씩 메뉴)

이 각씩 확업운 ASYST 가 board 에 사용하고 있는 욕청의 jumper 환경율 가

지고 사용하고 있는 hardware 의 형태률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만얼에 시

스템의 각색 없이 ASYST 의 자료취득 명렴율 성행하면 ASYST 는 오뮤률 풍

산해 준다.

만월에 DT 2801 보드를 가지고 있으변 예처l률폰 그률이 나타나 있는

대로 수햄훨 수 있율 것이다. 모툰 예제률은 가지고 있는 보드가 어떤 형

태인가에 따라 어떤 digital template operating mode (이들은 각 보드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 울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척컬한 device 율 지척하므

로셔 수청할 수 있다. 물론 보드에셔 지원올 받고 있자 않옴 external tr

iggering 또는 DMA 자료 이송과 같은 기놓율 사용하고 있는 예제는 수행 훨

수 없다. 예제률 수행하기천에 어떤 device 률 사용할 것인지률 ASYST 에

게 활해 주는 사용할 자료취득 device 의 이름물 철행하여야 한다. Data

Translation 2800 계얼 boad 혐태율 사용하며 는 OK prampt 에 DT 2800 여라

고 타자하여 실행한다.

OK DT 2800

만일에 많윤 다른 ASYST 에 의해셔 지훤되는 AID 보-드롤 사용할 경

우에는 쩍절한 device 이륨으로 바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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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n-buffered Analog to Digital (AID) 입혁

가. 한일 찬넬 AID 입력

어떤 AID 변환파청율 기도할 때 ASYST 에셔는 어떤 차낼에 자료률 휘

득하기롤 원하는 지툴 설명하는 정보가 반듯이 마현 되야야 한다. !£한

어훤 gain 이 프로그램훨 것인지， 어훤 external clocking option 어 선택

훨 것인지 둥의 정보가 필요하다‘ Multiple AID 변환기률 가진 시스템어1

셔는 변환과정에셔 사용훨 보드가 어떤 것인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윤 모든 청보툴 변환이 요청되는 그때 그때 공급하는 것보다는 ASYST 에

셔는 우리가 선택하는 이를올 가치고 이 청보툴 연합시 킬 수 있다. 따

라서 차료는 이 이륨으로 기솔될 파라메터률 사용하여 휘푹된 따라때타에

보다 일율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SYST 늠 자동척요로 기솔에 대한 많윤

default 값울 지정해 준다. 단일 AID 변환과청율 기솔하는데 사용휠 모든

어 정보률 AID Template 라고 부룬다. 어떤 AID 변환율 허용하가 위하여셔

눈 척어도 하나의 AID Template 는 반듯이 존재하여야 한다. 표 5 어} 모든

AID Template 와 관련된 모든 선택척인것 뿐만아니라 default 따라메터의

북록이 수록되어 었다.

Table 5 : AID Template Descriptive Information

n·m4Ln
u
I

nu Default Status

Start Channel

Stop Channel

Device

Gain

Repeat factor

External triggering

set when template created

set when template created

current DAS device

o
l

not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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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locking

Buffering mode:

single or double buffered

cyclic or non-cyclic

DMA or nonnal

Buffer array A

Buffer array B

Template Initialized?

not active

·g
야

e

y

l

-
맑

녕

m빼
e

e

·m

m

따

m

m

o

s

n

n

n

n

n

이륨율 가진 AID template 의 이첨윤 일시에 여러개의 template 툴 지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셔 충요한 첨

운 단일 template 에셔 치정훤 모든 현행 따라메터는 사용하기률 원하는

template 의 이를율 단순히 언급함으로셔 아주 신속하게 새로운 따라메터

들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D. TEMPLATE template-name [n1 n2-)

현행 DAS (Data Acquisition System) 올 사용하여 차넬 l 에셔 시작 되

고 차낼 2 어l셔 종료되는 AID 변환율 위한 template 롤 규정한다.

AID. INIT [-J

현행 AID template 툴 initializes 한다.

AID 변환과정올 기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청보는 어떤 차넬율 변환

하거흘 원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운 ASYST 에게 자료를 취득하는 찬넬의

범위롤 기솔하는 것이다. 이의 가장 단순한 경우는 한 찬넬율 변환하는

것아다. 예툴 들면 "ONLY.CHNL.l" 이 된다. 이것운 다읍의 AID te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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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 률 몽하여 ASYST 에 기슐훨 수 었다.

OK 1 1 AlD.TEMPLATE ONLY.CHNL.l

OK

이 겸우에는 ONLY.CHNL.l 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AID template 가 새로 만드

러진 것이다. 이 template 는 자료가 취득훨 찬넬로셔 찬넬 1 에셔 1까지

AID 변환기의 범위툴 혀용하게 훤다. 일단 AID template 가 규청되면은

그것율 사용하키 위하여 시스템율 initialize 해야 한다.

OK A/D.INIT

OK

A/D.INIT 는 모둔 최근에 규청한 또는 참조한 AID template (the "current

AID template") 뿐만 아니라 template 와 연관훤 질철척인 AID 변환 hard

ware 롤 initialize 시킨다. 만일에 하나의 AID template 보다 많온 te

mplate 가 폰재하면운 ONLY.CHNL.l 는 initialization 이전에 다옴과 같이

타자하므로셔 ”현행 AID template" 로 창조하케 된다.

OK ONLY.CHNL.l

OK A/D.IN!T

OK

여기에셔 실질척으로 어렇게 analog 값율 입력하는지 상펴본다.

A/D.IN [ - nl n2 etc. )

Template 이틈에처 지정한 찬넬의 법위에셔 자료롤 취득하고 각 찬넬에

하나의 digitized 흰 값올 되롤려 준다.

AID. IN 은 현행 AID template 에셔 Al 청된 찬넬의 범위률 휘특하고 dig-

itized 훨 값올 stack 에 되톨려 준다. 이것율 실행해 보면 다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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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A/D.IN

OK . 힘 2031

OK

이경우에는 오칙 하나의 .A/D template , ONLY. CHN1 .1 , 만이 규청되어 있

다. 그러므로 default 에 의해셔， 그것폴 A/D.IN 이 실뺑되기 천 까지는

창조훨 수 없다. 프련트되어 나오는 값윤 AID 변환기 찬넬 l 입력 라인에

연결된 신효가 무엇인처에 따라 변한다는 것율 알아야 한다. 만월에 어떤

신호도 연컬되어 었지 않으변 o (또는 첩치에 해당되는 어떤 다륜 값) 과

같윤 값올 얻케 훨 것이다. 찬넬 I 에 변화있는 전압 천원율 연컬하고 위

의 예제률 3-4 회 천압올 변화시키면셔 실행해 불때 받아드리는 digital 값

의 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율 알아야한다. 이 한계는 사용하는 보드의

hardware 의 놓력에 달려 있다. 8 , 10 또는 12 bit AID 변환기 및 strai

링lt binary 및 offset binary encoding 률 가진 보드에셔의 이 한계는 각각

255 , 1023 , 및 4095 가 될다. 이 절의 뒤에 있논 AID 단위툴 물리척 값으

로 변환하는 함에서는 encoding 빛 어떻게 이률 값율 실질척 천압에 환련시

키는 지률 거론하게 된다.

만힐에 2 개.의 다른 찬낼에셔 계솜해셔 천압율 변환학기촬 원할 경우의

방법중의 하나는 2 번째 찬낼에 차료롤 취득하는 추가외 AID template 률

규정확는 것이다. 그리고 앞셔와 마찬가지로 initialize 하는 것이다.

OK 2 2 AID TEMPLATE ONLY.CHNL.2

OK A/D.IN!T

OK

이 template 는 찬넬 Z 부터 z 까지의 {오칙 찬넬 z 만} 법위률 7\솔한다.

그리고 그만의 이톰: ONLY.CHNL.2 롤 갖게 훤다. 만일에 지금 A/D.IN 올

실행하며는 ONLY.CHNL.1 포는 ONLY.CHNL.2 의 2개의 AID template 충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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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A/D.IN 변환 과청에셔의 기솔에셔 사용훨 것인지롤 어떻게 알 수 있몰

지 ? 이에 대한 대답은 가장 최근에 참조될 AID template , 흩 ONLY.GHNL.2

가 A/D.IN 에 의해서 사용된다. 만일어} 현햄 template 률 바꾸기률 원한

다면 A/D.IN 율 설햄하기 전에 훤하는 AID template 률 지청할 필요가 있다

따라셔 최초의 철푼으로 롤아와셔 두 찬넬 1 빛 2 에셔 자료롤 취득하기 위

하여셔는 파융과 같이 하면 된다.

OK ONLY.CHNL.1 A/D.IN • 딩 1923

OK ONLY.CHNL.2 A/D.IN • 딩 3472

여기에셔도 프련트훤 찰체 수는 AID 변환기의 analog 입력 라인에 연결된

천압에 따라 다르다. 이 경우에는 값 1923 윤 찬넬 l 의 입력으로 부터 온

것이고 한펀 값 3472 는 찬넬 2 입력으로부터 온것이다. A/D.IN 옴 가창

획근에 실행흰 AID template 를 사용하므로 선택 및 후행 예 사이의 차이률

알아야 한다.

OK ONLY.CHNL.1 A/D.IN • G관 1923

OK AID. IN • S 1922

이 예에셔 투번째 AID. IN 은 아척도 찬낼 1 로 부터의 선호를 변환하고 었

다. 그 이유는 ONLY.CHNL.l 이 쳐옴에 참조되었고 A/D.IN 이 2 번째로 설

행되 71 천에 어떤 ct를 AID template 도 참초 되어 있치 않키때문이다.

나. 다수 찬넬 AID 입력

앞선 함에서 인치한 바와 같이 AID TEMPLATE 는 두개의 AID 변환에셔의

찬낼의 범위률 지청하는 논거를 필요로 한다. 바로 앞에셔 보여 훈 2 개의

예쳐}에서 이들 2 개의 수는 같온 찬낼 수 이었다. 보다 청확하게 그률운

”다수 찬넬" AID template 에셔 시작 및 종료 찬낼율 지청하고 있다. 이

사실올 명심하고 하나의 명령 라인올 가지고 2 찬넬의 자료률 휘득하는 것

올 성행해 보면 다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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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1 2 AID. TEMPLATE 1/2

OK

여기에 우리는 찬넬 1 로부터 2 까지의 범위률 망라하는 AID template 롤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셔 A/D.IN 율 설행하면 ? (물론 채로훈 AID temp-

late 률 initialize 한 후에 )

OK A/D.INIT

OK AID. IN.. 딩 3472 1923

OK

이 경우에논 2개의 수가 A/D.IN 에 의해셔 AID template 에 의해처 규정된

각 찬넬에 하나씩 stack 에 올려진다. Stack 와 획상부에 있는 값이 회후

의 analog 찬넬에셔 혐득된 값이다. 이경우에 있어셔는 찬넬 2 이다.

Stack 의 회상부 다옴에 있는 값운 찬넬 1 로 부터 온 것이다. 자료휘득은

시착 찬넬에처 종료 찬델로의 순셔이고. stack 의 하부로 부터 상부로의 순

셔이다. 현행 template 를 변경하면 A/D.IN 올 어떤 template 가 활성인

가에 기인하는 다른 값올 되롤려 준다. 예툴 툴어 보면

OK ONLY.CHNL.1 A/D.IN . B 1926

OK CHNLS 1/2 A/D.IN ., 딩 3471 1924

ONLY.CHNL.1 어 현행 template 로 창조되며는 A/D.IN 윤 AID 찬넬 I 으로

부터 오칙 하나의 digital 값올 되롤려 준다. CHNLS 1/2 이 현행 AID te

mplate 로 지정되며는 AID. IN 은 analog 찬넬 1 몇 2 로부터 각각 하나썩 2

개의 digital 값올 되롤려 준다.

찬넬 0 부터 3 까지의 AID template 툴 규정하고 initialize 시킨 후에

A/D.IN 올 실행하면 4 재의 값을 되롤려 훈다.

다. 반복 AID 입력

찬넬 1 및 2 에서 계속해셔 4 회 자료률 취득하기툴 원활 때률 생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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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한가지 방법은 CHNLS 1/2 AID template 롤 사용하여 A/D.IN 율 4 획

곁행 하는 것이다.

OK CHNLS 1/2 A/D.IN A/D.IN A/D.IN A/D.IN

OK CR •....•.. 딩

3470 1923 월69 1925 3472 1926 3472 1927

OK

이것은 4 쌍의 수률 stack 상댐 냥기께 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용이한

방법이 었다. 모든 template 는 ”반북” 면차률 가지고 있다. 이 반북

면차는 새로훈 template 가 규정되면 하나의 수로 defaulted 된다. 이로

인하여 그의 찬낼 법위에서 자료휘득율 위한 각 AID. IN 의 실뺑운 단 한번

에 훤다. 그러나 이 요연윤 TEMPLATE.REPEAT 률 사용하여 용이하게 변경

환다.

TEMPLATE.REPEAT [nl -]

현행 template 와 연관된 반북헌자률 nl 의 값으로 고정하다.

TE삐PLATE.REPEAT 는 언제나 현행 AID template 의 반북 면차률 변경시킨

다. 예률 툴변

OK CHNLS 112 4 TEMPLATE. REPEAT

OK A/D.INIT

OK

는 CHNLS 1/2 template 의 반롭 띤차롤 변경해 줄 것이다. 이제 매번의

A/D.IN 운 현행 AID template 인 CHNL 1/2 에셔 실햄되어 4 쌍의 값율 되

불려 주게 된다.

OK CHNLS 1/2 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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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R •...... 린

3470 1923 3469 1925 3472 1926 3472 1927

OK

솟자들운 앞서 계숙척인 4 회의 A/D.IN 실뺑에셔 나타났둔 것과 같윤 순셔

로 stack 에 되롤혀지게 된다.

다수의 자료 값율 휘득하는 이 두방벌의 추훤 차이는 계좁척안 자료 휘

득: 사이의 간격율 체어할 수 었다는 첨이다. 1 의 default 값율 가찬 반

북 인자에셔 간격 사이의 시간운 시스템아 타자한 것율 얼마나 신숙하게 해

석하느냐에 따라 결청된다. Default 값이 1 보다 콘 반북 인수롤 가지고

한얼 A/D.IN 이 실행되었율쐐 천 과정에셔의 시깐 깐격윤 어환 일정한 주기

로 셜청할 수 있다. 연숙척인 자료 휘특사이의 사간율 변경할 수 있는 이

능력윤 AID 변환기 hardware 률 "block mode" AID 변환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첨율 휘할수 었다.

자료 취득 사이의 default time 즉 변환 지연시간운 300 microsecond 로 설

청 되어 있다. 따라셔 위의 예체에셔 되롤려진 8 개의 값윤 300 microse

cond 깐쩍으로 휘득흰 것이다.

CONVERSION.DELAY [n1 -]

변환 지현 시간온 milliseconds 단위의 시간의 값으로 륙유한 AID template

보다는 사용하는 AID 변환기 hardware 와 관련이 었다. 이것운 initiali-

zation 율 실행할 때 hardware 로 보내진다. (변환.지연율 실행한 후에

template 툴 다시 initialize 하지 않으변 ASYST 눈 다융의 차효 휘특 기도

시에 오류 메세치를 준다) 다음 예체에서 지연윤 찬숙한 언어안 A/D.IN!T 률

사용하여 hardware 로 보내진다. 이 함의 후반에셔 hardware 률 initial-

ize 하는 다른 방법올 보게 된다. Block AID 변환이 수행 되는 율율 변화

- 66 -



시키 71률 원할 경우 측 default 값인 300 milliseconds 률 변경할 경우 새

로운 변환.지연 시간율 지정 하고 hardware 툴 다시 initialize 하여야 한

다. 예률 툴면 치연 시간올 500 microseconds (또는 .5 milliseconds) 로

설청하기 위하여서는 다옴과 같이 하변 훤다.

OK .5 CONVERSION.DELEY

OK AID IN!T

OK

변환.지연윤 여기셔 차료휘륨 율의 지속 시간율 millisecond 로 지정하는데

사용 되고 있다. A/D.INIT 는 hardware 롤 initialize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지금 현행 template 로셔 CHNLS 1/2 올 가지고 AID. IN 율 실뺑하면

자료 휘득이 매 500 milliseconds 마다 이루어 지는 것율 제외확고는 앞서

행한 것과 같운 만큼 작동 된다.

때로는 차료취득 장비가 요청한 CONVERSION.DELAY 툴 정확하게 하지

몽할 때도 었다. 이것윤 Onboard timer 에셔 촬수 있는 한정된 시깐 부해

능에 기언 하는 것이다. ASYST 는 요청펀 CONVERSION.DELAY 에 가능한 한

가깝케 일치시키 도록 시도하게 필 것이다. 실절척인 시칸 주기의 확렵윤

단어 ? CONVERSION.DELAY 툴 거처 이루어 진다， 보드의 변환.지연율 보고

하는 이 단어 및 기타 딴어는 보드가 실질척으로 발생시키는 주기툴 보고

하게 된다.

? CONVERSION.DELAY [- nl)

보드가 산출하눈 변환지연 기간올 stack 에 되 률려 출다.

이 block mode A/D 변환 형식의 사용의 이점의 하나는 software 실행

시간외 국변에서 아추 적픈 overhead 가 요구된다눈 것이다. 이 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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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확은 자료롤 매우 빼른 속도로 휘듭할 수 있도흡 해 훈다. 훌훌청 AID

block(s) 에 따라 수집 kilohertz 와 활이 높용 율에셔 ASYST 에 차료훌

취활 수 있다. 또한 AID 변환의 시청도 아추 청확하께 된다. 그 이휴는

block mode AID 업혁운 AID 변환기로 환터 차료툴 얽고 그것율 저창하는 능

륨척인 asseembly coded routines 율 사용하기 때환이다. 푸렷한 이청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몰 이와 칼윤 block AID 변환율 사용함에 있어 tradeoff 툴

제공한다. 사철에 었어 일단 initiate 되며는 analog 훌력 또는 digital

입혁/훌혁과 같운 다른 자료휘득 및 쳐1어 작업과 동시어l 사용할 수 없다.

딴일에 변환 지연 시깐이 녀무 척게 셜청되며는 software 가 자료불

충분혀 신속하게 얽율 수 없어 궁극척으로는 취특 시검에셔 오류툴 초래하

게 환다. 각 형태의 AID 변환 시스템운 최돼 변환 지연 시깐율 가치고 있

다. 그러고 이것율 초과 하면혼 오류 홍보툴 출다.

DAS.INIT ( ‘ ]

시스템에 r 있는 모든 template 빚 hardware 률 initialize 한다.

변환.지연(CONVERSION.DELAY) 올 쳐융 거폰 하였율때 AID 변환 hardw-

are 툴 initialize 하는 다른 방법어 있다는 것율 지척하혔다. DAS.INIT

는 시스탬이 알고 있는 모든 template 률 initialize 하는데 사용훨 수 있

다. 이제까지 거론 해온 template 의 형태가 있으나 DAS.INIT 라고 말함

으로셔 충분하다. 이것윤 모든 시스템 hardware 에 책합한 모든 형돼의

template 률 포팔하고 있다. 월종율 위하여 앞셔의 여l체를 다시 척어보면

OK .5 CONVERSION.DELAY

OK DAS.I해IT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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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결과률 혈는다. 기억해 툴것용 이 밤법혼 hardware 뿔맏 아니라

template 도 initialize 한다는 것여다.

다수 한넬 AID 변환에셔 알아 두어야 할 다론 한 가지는 만일에 반북

연차가 너후코며는 모픈 춰득될 값율 접어 넣기 휘한 방율 stack 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ASYST array 에 칙첩 번호툴 후여하는 것이 보다 흰리하다.

후철에셔 이 문제롤 쉽게 완화 시키기 위하여 비슷한 단어 A/D.IN , A/D.IN

>A뻐AY 롤 어떻게 사용할 추 있는 지에 대하여 거론하게 된다. 다융에

non-buffered 자료휘득율 계속 거몬하고 A/D.IN 작동풀 수정할 수 있는 몇

가치의 다문 션택율 찾아 보기로 한다.

랴. 기타 AID Template 의 션태

AID template 확 환련될 션택척 파라메타는 자료롤 수칩 하는 동안에

AID 변환기의 천압 gain 율 제어 하는 것이다. 이 피라메타는 default

값으로 O 율 가지고 었으며 이것운 항상 모튼 AID hardware 에셔 획소 gain

(또는 최대 천 눈금 입력 범위) 에 해닿되는 것이다. 톡정의 0 이 아닌

gain 값옴 사용하는 톡청 AID hardware 에 따라 변화률 가지고 있다. 예륨

률변 Data Translation model DT-2801 board 의 gain 따라메타 1 은 2X 의

gain 율 출다. 한현 같운 파라메타의 model DT-2805 board 는 lOX 의 gain

율 지쩡한다. 모든 hardware 시스템이 software 로 프로그램율 할 수 있는

gain 율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율 알아야 한다. 시스템에 있는 이 륙징

의 실행율 71 도 하였율때 프로그램율 할 수 있는 gain 윤 지원되지 않는다.

서스햄용 요청율 푸시하게 훨 것이다. 사용하는 AID 변환기에셔 허용되는

gain 율 알아야 한다.

A/D.CJAIN [nl - ]

현햄 VD template 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gain 값올 설정한다. 만일에

nl 이 c..{"ray 띤 경우. array 에 있는 값이 template 에 의해셔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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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차넬의 gain 올 지정하게 된다. (hardware 에 의하여 치핸획고 있율

경우) 또한 01 이 array 띤 경우 그것을 반듯이 named array 이여야 한다.

gain 따라메타는 TEMPLATE.REPEAT 에셔의 반북 인자와 칼몰 방법으로

협게 설정훨 수 었다. A/D.GAIN 운 현햄 AID template 에 처장되어 있는

gain 파라메타툴 면제나 변화 시킨다. CHNLS 112 의 gain 따라메타를 1 로

지정하는 여I는 다옵과 같다.

OK CHNLS ν2 1 A/D.GAIN

OK A/D.INIT

OK

모듣 AID template 에셔 2 채획 다른 선택율 설정할 수 있다. 외부

triggering 및 외부 clocking 이다. A/D.GAIN 파 같이 이률 2 개획 선택융

특정 자료뤼득 시스템에 의해셔 지훤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률윤 har

dware 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T.CLOCK (-) ‘

현햄 template 를 사용하는 변환 작업이 변환률율 설청하는데 외부 clock

률 사용할 것이라논 것율 지청한다.

EXT.TRIG [-]

현행 template 툴 사용하는 변환 작협이 변환율 시착하기천에 외부 trigger

툴 기다린다논 것울 지정한다.

INT.CLOCK [-]

현햄 template 를 사용화는 변환 작업이 변환율율 확립하는데 onboard clo

ck 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올 ;;(1 청한다.

INT.TR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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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template 률 사용하는 변환 착업에셔 외부 trigger 률 기다리지 않는

다는 것율 지청한다.

외환 clocking 옴 모든 AID 변환에셔 외부 신호가 변환 과정율 initi

ate 할수 있도륙 사용훨 수 있다. 현행 template 는 EXT.CLOCK 션택올 실

행한 후에 반풋이 다시 initialize 되어야 한다. 만밀어I 현행 AID templ

ate 에셔 외부 clocking 이 지정되고 A/D.IN 이 실행 되면옴 A/D.IN 윤 모

든 자료 휘득율 시착하71 위한 외부 clock 율 기다리게 된다. 딴일에 cl

ock 가 공급 되지 않으면 영훤히 기다리게 된다. 현행 template 가 multi

pie 자료 혐특올 롤혀 주도륙 규정되어 었으면 A/D.IN 은 각각획 차료휘득

에 하나씩의 외뿌 clock 이 공급되는 것율 기다리케 펀다. 그러므로 외부

clocking 의 져축시간은 척어도 전체 휘득 작업울 종료 하는폐 필요한

많를 길어야 한다. A/D.IN 운 신속한 실행올 위하여 최척화 훤다. 그러

나 만일에 외부 clock 이 녀무 높을 주파수 이면윤 AID timing 오휴가 발생

하게 훤다. 외부 clocking 윤 현행 AID template 와 용어 EXT.CLOCK 에

의해셔 연환 시킬 수 있다. 여l를 륨어 보면

OK CHNLS 1/2 EXT.CLOCK

OK A/D.INIT

OK

는 모든 CHNLS 1/2 에 수집된 모든 A/D.IN 입력운 외쭈 clock 을 제어하게

훤다. 이경우 앞셔 언급한 변환.치현 따라해타는 푸사훤다. 그 여유는 변

환.지연옹 자료취득 시스텔에 었는 내부 clock 률 체어 하기 때문이다.

외부 triggering , hardware 혜 의해셔 지원되고 있올 경우， 윤 외부신

호가 block 변환 과정율 initiate 할 수 있도룩 해준다. 변환이 시작된

후에 바로 설명한 바와 같이 내부 clock (변환지연 율에셔) 또는 외부 cl

ock 의 양자에 의해서 clocked 된다. 염려해야 활 중요한 점운 이 션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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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책으로 하나 이상의 차료휘득이 수햄되는 현환 과정에서 사용된 다는 :

것이다. 외팍 triggering 몰 현뺑 AID template 와 단어 EXT.TRIG-에 의해 ·

셔 연관된다. 예훌 률변

Of( CHNLS 112 EXT. TRIG

OK A/D.INIT

OK

는 연관훤 template CHNLS ν2 어}셔의 A/D.IN 의 반북될 차료 휘특이 외환

척요로 triggered 되도흡 한다. 현행 template 는 EXT’.TRIG 션택 철행후에 ’

다시 initialize 되어야 한다.

마• AID 단위의 툴리척 값으로의 변환

시스템의 AID 변화기로 부터 입력되는 값이 어훨게 AID 시스템의 정벌

도 및 AID 가 사용하는 "digital encoding" 의 형태에 의해셔 컬청되늪 값

의 범위의 nteger 수가 되는 지률 거폰한바 었다. 만월에 AID 변환기가

각책될 천압의 범위률 얄며는 ASYST 는 AID 변화기가 보내추눈 integer 값

올 실체값으로 변환하는 단일 단어틀 제공한다. 어맹게 이 한어률 사용

는지롤 보여추기 천에 AID 변환기에셔 일반척으로 사용되고 있는 digital

encoding 훌 간략하거i 찰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해야 할 가창 단순한 경우는 O 에셔 5 불트. 까지와 찰운 "unipol

ar" 입력에 대한 AID 변환기의 절정이다. Unipolar 입력으로 조정된 8 bit

AID 변환기는 0 에셔 255 범위의 integer 값율 준다. 0 혼 Q 롤트에 상용

하고 255 는 천 눈금 천압에 상용한다. 이 강우에는 5 볼트이다. 01

형태의 encoding 올 "strai힐It binary encoding" 이라 부룬다. 유사한 방

법으로 10 bit AID 변환기는 o 에서 1023 범위의 값율 준다. 여기셔도 O

윤 O 불토에 상융하고 1023 은 천-눈금 전앞에 상용한다. 이 경우에는 5

불토.이다. ’ 12 bit'A/D 변환기는 0 에셔 4095 까지외 법위의 값율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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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체에 있어셔 strai힐lt binary encoding 율 사용하는 "n" bit 획 AID 변환

기에셔 생산훨 수 있는 가창 콘 integer 값윤 언제나 다융식으로 추어친다.

largest value = (2 ft )-1

AID 변환기가 -5 에 +5 불트와 감이 bipolar 입혁으로 설청되었율 경

우 digital encoding 윤 좁더 북참해 진다. 01 봅창성혼 꽉의 천압율 dig

ital 값으로 나타 내는데 "offset binary" 대 "two ’s complement binary 의

2 가지의 가놓한 질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Offset binary enc

oding 이 훨신더 일반척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셔는 이것만율 거론한다.

Offset binary encoding 올 가진 AID 변환기눈 앞셔 거혼한 strai방lt

binary encoding 율 가천 unipolar 입혁에셔와 같이 같윤 법위의 값율 되물

려준다. 그러나 이 청우에셔는 integer 값 O 윤 천눈곰의 부의 견랍에 상

용된다. 여!롤 률변 -5 불트이다. AID 에 의하여 되톨려지는 가장 륜 F·

nteger 값운 천 눈금의 양의 천압에 상옹훤다. 이와 같이 12-bit AID 변환

기에셔는 되롤려철 수 있는 가장 큰 integer 값운 4095 로 천 눈금 입혁 +5

볼트에 상웅 한다. 이 bipolar offset binary encoding scheme 률 가지고

O 불트는 가장 른 integer 값의 반에 의해셔 추어진다. 륙 12-bit 변환기

의 경쭈 2048 이 된다. (왜 어것율 "offset bin값y" encoding 이라고 부

르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훨 것이다. Offset 어씨는 사힐 o 불트카 in-

teger 값 0 에 상용하지 않는 대신에 천체 범위의 반에 상용하는 중간값에

상용하게 훤다. )

Strai링lt binary 대 offset binary encoding 율 생각할때 어느 청도까

지 같운 것이라는 것율 깨맑게 훨 것이다. 록 AID 에 의해셔 롤려지는 최

소의 integer 값운 항상 AID 에 입력훨 수 있는 최소의 천압에 상용한다는

것이다‘ (Unipolar , 인 경우 O 붙프~ bipolar 입력에셔눈 부의 천눈금 천압)

되롤력지는 최대의 integer 값올 AID 에 압력될 수 있눈 획대 천압에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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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표 5 에 일반척 AID 변환기에 의해셔 되 롤려치는 integer 값의 범

범위가 휘합되어 었다.

Table 5

Strai링It Binary or Offset Binary.Encoding

AID Resolution

(Bit)

Minimum

Integer

Maximum

Integer

8 0 255

ill 0 ro~

12 0 4095

이률 encoding schemes 율 안다는 것은 대단려 중요한 일이다. 그 이

유는 AID 변환기로 부터 되롤아오는 integer 값이 어떻게 해석 되느냐에

콘 영향올 갖게 되기 때문이다• AID 변환기롤 처l착차가 지정한 default

configration 의 설정올 가지고 사용할때 ASYST 는 AID 로 부터의 integer

률 볼토와 같은 실절 단위로 자동적요로 변환 하는 단순한 변환 단어률 마

련해 준다.

A/D.SCALE [AID Integer val , Min , Max - Real units]

AID 변환기로 부터 톨아온 integers 를 불트와 같운 실질척인 불리척

단위로 변환

AID 변환기가 톨려준 integer 률 변환하기 위하여셔눈 analog 입력에

척용훨 수 있는 전합의 볕위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전압의 법위는 AID 변

환기가 unipolar 또는 bipolar 입력의 어떤 것으로 각색 회었는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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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게 된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늠 gain 올 사용하는 AID 변환기에셔는 이

범위는 analog 입력에셔 사용되는 AID template 에서 규청한 륙청 gain 값，

에 따라 변하게 된다.

0 에셔 10 불트 범위의 unipolar 입력으로 셜청된 12-bit AID 변환기

를 가치고 있을 경우률 생각한다. 만일에 AID. IN 율 사용하여 AID 변환기

로 부터의 값율 입력 하면 그것율 다옵과 같이 하여 설철척인 불트로 변환

할 수 있다.

OK ONLY.CHNL.l

OK A/D.IN ? 딩 1024

OK O.lO.A/D.SCALE. 딩 2.5000

OK

앞셔에서와 같이 실제로 프련트된 값은 AID 변환기 입력에 척용된 천압에

따르게 된다는 것올 알아야 한다. 이 같은 AID 변환기률 bipolar 업력으로

각씩하고 -5 불트로 부터 +5 훌륭트의 천압의 입력율 허용하거 워하여 2X ga

in 올 사용하면은 실철척인 천압은 다융에 의해셔 결정된다.

OK A/D.IN -5.5. A/D.SCALE. 딩 -2.5000

OK

대부문의 보드는 unipolar 입력 및 bipolar 입력 사이의 변화는 hardware

jumper 의 변경올 필요로 한다. A/D.SCALE 은 이 hardware jumper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책 과정이 수행될때 까지 hardware 의 셜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계 없이 옳 바르게 착동된다.

A/D.SCALE 에 주어지는 최소 및 최대값의 단위는 롤트이여야 할 필요

는 없다. 아마도 변환기가 gas chromatograph 에 연결되어 acetylene gas

의 농도를 디 출력 할 수도 있올것이다. 이 경우에는 o 불트는 OA 상

웅할 것이고 10 볼트는 100에 상옹하게 된다. 실질척인 acetylen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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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융과 같이 찾아철 것이다.

OK A/D.IN 0 100 A/D.SCALE. 딩 25.0000

A/D.SCALE 은 analog 입력 칙후에 사용훨 훨요는 없다. 사상에 있어

A/D.SCALE 율 사용하여 자료가 수집되면윤 자료률 취륙할 수 있는 획대 휘

특율윤 감소하게 된다. 따라셔 우션 수집한 후에 계축해셔 그것율 scale

할 것율 권창한다. 실철책으로 A/D.SCALE 율 실햄할때 자료휘득에 사용된

AID template 는 현햄 template 입율 확인하여야 한다. 그 여유는 시스템

에 있는 multiple 자료 휘특 보드률 가지고 있율때 A/D.SCALE 운 어맹케 자

료툴 scale 할까촬 알기 위하여 어떤 보드가 차료 수칩에 사용된는가툴 반

뚱이 알아야 한다.

륙청의 AID template 를 사용하여 취득한 integer 값율 불트로 변환하

는 단어불 규청하기를 원할 경쭈에는 다옴과 같이 하면 된다.

OK: CONVERT.TO.VOLT

OK ONLY.CHNL.l

OK -10 10 A/D.SCALE

OK;

OK

아 새로훈 단어툴 확인하기 휘하여셔는 몇 개의 수률 이 단어애 대한 연수

로 하여 시도해 볼수 있다.

OK a CONVERτ .TO.VOLTS. 딩 -10.0000

OK 1024 CONVERT. TO. VOLTS. G괴 -5.0000

OK 4095 CONVERT.TO.VOLTS. ~꾀 9.9951

최대의 integer 값띤 4095 (12 bit 변환71에셔} 는 그의 scsled 훌혁으로셔

+10 불트툴 추지 않는 것에 주묵하여야 한다. 이것운 옳올 것으로 이것운

모픈 AID 변환기에셔 사용훤 encoding 의 artifact 롤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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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셔 4096의 값윤 10 롤트의 값율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수 4096 운

12-bit AID 변환기에 의해셔 되톨려 질수 있는 값의 범뀌의 밖에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셔 값 9.9951 을 10 불트에 아추 가까운 것으로 이

artifact 에 환하여 크게 걱청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마지막 국변을 lVD.SCALE 기능율 어떻게 규정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판일에 모픈 혐특훤 analog 천압이 하나와 array 에 처장되어 있

다변 천쳐~ array 는 견압 (또는 우리가 사용하기롤 원하는 단위) 의 unna

med array 로 A/D.SCALE 툴 사용하여 단순하게 이 훌혁 array 는 named a

rray 에 처장훨 수 있고， 프펀트할 수 있고， 푸뭇할 수 있고 disk 에 져창

훨 수 었율 것이다.

바. 모든 AID Template 의 몹혹

몇개의 AID template 툴 규청하C찍 어떤 단손한 자료휘득율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이들 모두의 규청한 template 툴 나타내볼 수 있는지률 살

펴본다. 현행 template 가 어딴 template 인가률 알기룰 원할 경우에 휘해

야 할 방법용 ASY않‘ 에셔 모든 scalars 또는 array 롤 천시하는 방법과 마

찬가지로 모든 template 툴 천시하는 한어가 있다.

? DAS.TEMPLATES [-]

차료취득율 위하여 규정된 모둔 template 에 관한 상태 정보률 프린트해 보

여출다. 현행 template 에 표시률 준다.

? DAS.TEMPLATE [-)

현햄 template 에 관한 상태 청보를 프린트해 보여출다.

? DAS. TEMPLATE 는 ASYST 가 알고 있는 현행 template 의 북북 빛 각

template 에 관한 환련 청보툴 보여훈다. ”현햄 template" 와 ”현행 AID

- 77 -



template" 사이에는 구벌이 었다. ”현행 template" 는 반풋이 ”현행 AID

template" 가 아니어도 된다. ’rernp1ate 에는 휘에 거혼 될 2 재의 기타 형

태가 있다. 그러고 ”현햄 template" 는 이들 형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만일에 ? DAS. TEMPLATE 툴 서도하면은 현행 AID template 의 이톱율 벌견하

거l 훨 것이다. 2 어유는 우려가 규정한 template 확 형태는 이 형태이기

때문야다. 이것율 셔도해 보면은

OK CHNLS 112 ? DAS.TEMPLATE

CHNLS 1/2 AID template- 찬넬 1 에셔 2 짜치 DT2800 Board #1

반북 : 4

변환지연 : 10.0000 msec Gain code : 0

Non-buffered

Template is initialized

OK ONLY.CHNL.1 ? DAS.TEMPLATE

ONLY.CHNL.1 AID temp1ate-찬넬 l 에서 1 까지 OT2800 Board #1

반복 : 1

변환저연 : 10.0000 msec Gain code : 0

Non-buffered

Template is initialized

OK

? DAS.TEMPLATES 는 ASYST 에 알려준 모든 template 의 복록율 보여준다는

것올 제외하고는 ? VAS.TEMPLATE 와 비슷하다. 여기어l셔도 그래픽 천시 모

드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template 툴 표시해 준다. 이것올 셔도하딴

OK ? DAS.TEMPLATES

CHNLS ν2 AID Template-Channels 1 ..ru 2 DT2800 Board #1

REPE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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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delay: 10.0000 msec. Gain code: 0

Non-buffered

Template is initialized

ONLY.CHNL.2 AID Template-Channels 2 thru 2 DT2800 Board #1"

Repeat: 1

Conversion delay: 10.0000 msec. Gain code: 0

Non一buffered

Template is initialized

ONLY.CHNL~l AID Template-Channels 1 thru 1 DT2800 Board #1

Repeat: 1

Conversion delay: 10.0000 msec.- Gain code: 0

Non-buffered

'Template is initialized

OK

사. 총괄

지명훤 template 는 AID 변환기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율 규정할 수 있케 해준다. 작 사항운 차넬의 법위， 각 찬넬에셔

휘득하는 시간의 수와 같운 파라메타를 져청하고 또한 hardware 에 탈려 있

는 EXT.CLOCK 빛 EXT.TRIG 와 같운 따라메타훌 지청한다.

A/D.IN 은 현행 AID template 에 의해셔 지정된 찬낼범위의 휘륙 자료

률 number stack 로 되롤려 준다.

A/D.IN 은 자료채취 찬펠에 대확여 non-buffered 방법이다. 자료채휘

찬넬에 대한 buffered 방법， A/D.IN>뼈RAY 는 휘에셔 설명훤다.

A/D.IN 이 하나의 값보다 많은 것율 되롤려 줄때 각 자료채휘 시점 사

。1 의 시간운 그의 default 값인 0.3 millisecond 로 부터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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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hardware 에셔 녀무 높은 주파수의 자료취득 률율 택하변 timing 요

가 밭생하게 훤다. CONVERSION.DELAY 는 걸햄하기 천에 채차 initialize

혜야 한다.

gain , clocking 빛 triggering 과 같혼 션택책 따라메타는 외부로부터

프로그램율 조철할 수 있는 기능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셔 가놓하다.

이률 션택율 요청한 후에눈 재차의 initialization 이 필요하다.

"Blanket" initialization 의 한 형태인 DAS.INIT 는 모든 template

뿐만아니라 시스템의 모둔 hardware 률 initialize 할 수 있다.

변환 단어， A/D.SCALE 는 AID 찬젤에 수형한 integer 값율 불트와 같

곁윤 실제 물리척 단위로 진솔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끝으로 ASYST에게 알려준 모든 template 률 scalars 및 arrays 률 보

여준 단어와 비슷한 방법오로 천시해 추는 방법이 셜명되어 었다. 현행

template 는 ? DAS.TEMPLATE 혜 의해서 기술되고 모든 template 는 ?

DAS. TEMPLATES 에 의해셔 기술되고 현행 template 는 벌도 표시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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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론 및 건힐사항

저11 1 쩔 컬 몬

PWR 원천 2차계 혼라인 수질감시 시스햄의 전산화로 2차계풍 천반에

컬천 수질의 화학 환경율 효율척으로 감시 할 수 있으며 다융과 칼롤 이첨

을 초래하게 된다. 족 천산화 시스햄은 화학환경 탈션의 초기진판율 제공해

추는 동시에 운천 맺 진단율 륙쩍으로 한 자료률 신속하케 검책 할 수 있도

혹 해준다. 또한 발전소 화학 환경의 타당성율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으며

과청 및 경향 추척율 위한 정보률 그래픽 화면으로 제공해 출다. 보다 향상

된 경보커리 눔력으로 화학 환경 탈션시에 산속하게 대쳐 할 수 있으며 화학

환경 유치어l 필요한 사항 빚 사전계획율 예륙 할 수 있도북 해준다.

Personal computer(PC)를 사용하는Workstation 구성에셔는 자료취득

및 제어 장비로 Keithley model 50DA data acquisition system 빛 hi행 se

nsitivity analog input module 3 (AIM3) 율 선청하였으며 software 로 션청

된 ASYST 는 메뉴유도형으로 싹여져 있으며 4개의 package 에 풍부한 과학

쩍 및 공학척 기능율 마련하고 있다. 이률 기능의 일환는 환륙에 수북되어

있다.

헤odule 1 : SystemJGraphics/Statistics/RS-Z3Z

Module 2 : Analysis

Module 3 : Data Acquisition

센odule 4 : GPIB/IEEE-488

1 카 년도인 당해 년도에는 상기한 hardware 및 software 의 션청작업

율 수행하였으며 ASYST에서의 자료취특 및 체어 분야 및 Analog/Digital 입력

에 관한 내용의 분척 검토률 수행하혔다. 그 내용율 찰혀보면 다융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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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ST 에셔의 자료취득 및 제어 푼야 :

~ Analog to Digital 변환

* 분해능

~ Analog Multiplrxer

~ Digital to Analog 변환

* 촬해능 파 coding

+ 다충 찬1벌 툴력

a:r Digital 업력/롤력

D" 학동형태

* 신호 와 잡융의 버율

... Hardware Jumper 의 션청

+ Update 율

+ Hardware Jumper 의 션청

* 차료취득 율

117 자료혐특 hardware 툴 위한 software ASYST 의 각책

ASYST 에셔의 Analog/Digital 입력

rr 단일 찬넬 AID 입혁

tr 다중 찬넬 AID 협력

g 반북되는 AID 입력

『 기타 AID template 의 선정

D" AID 한위의 불러척 단위로의 변환

제 2 쩔 건의 사항

당해 년도에 수행한 연구 결파롤 바량으로하여 2차 년도에는 질철책연

차료 취득 및 제어룰 수햄하고 훤하는 필요한 형태로 자료롤 운석， 청리， 현접

하여 표 또는 그래픽 형태로 다망하고 용이하게 활력서격 볼수 있는 푸로그램

올 ASYST 툴 사용하여 작성하게 되며 소요되는 hardware 률 구입할 예청이다.

참고문헌

1. Data Acquisition and Contral y Keithley Reference Guide , 1989 - 1990.

2. ASYST software Module 3 Acquisitio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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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S SETUP
싹{‘ Ax ';s : ON

H. Grid : ON
H. Plot type: LINEAR
H. Axis She : .8000
H. Axis Point : .1500
H. Axis Divisions: 10
H. Tick Just. :.5αm

H. Tick Size : .0200
V. Axis : ON
V. Grid : ON
V. Plot type: LINEAR
V. Axis Size : .8000
V. Axis Point : .1500
V. Axis Divisions: 10
V. Tick Just. : .5000
V. Tick Size : .0200
Plot style : SOLID
Plot color
Axis Color
Label Color
Vu뼈rt Color
Generat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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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훌{ GRAPHICS jALYSIS EDITOR HELP

Define VUI핑rt

Select Array to Plot BUFFER.A
Select Vuport for Plot OEF.VUPORT
Set Up Plot

CHOOSE ARRAY

BUFFER.A
BUFFER.B
BUFFER.C
BUFFER.O

「』
GRAP헤 les AlYSlS EO lTOR HELP

Oefine Vuport
Select Array to Plot BUFFER.A
Select Vuport for Plot OEF.VUPORT
Set Up Plot

Choose Plotting Vuport

DEF.VUPORT
vupor’tl
vu뼈rt2

vuport3
vuport4
vupor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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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port2 vuport vuport40

Adjust size of Vuport. Return toggles between corners

THE FOllO써 ING CODE HAS BEEN WRITTEN TO THE SPECIFIED FILE

VU때RT 애port2

vuport2
.α)00 .4800 VUPORT. ORIG
.2500 .5200 VUPORT.SIZE

VUPORT vuport3
vuport3
.2500 .4800 VUPORT.ORIG
.2500 .5200 VUPORT.SIZE
배PORT vuport4
vuport4
.5α)() .4800 VUPORT. ORIG
.2500 .5200 VUPORT.SIZE

VUPORT vupor‘t5
vuport5

.7500 .4없)() VUPORT.ORIG

.2500 .5200 VUPORT.SIZE

PRESS ANY I<n’ TO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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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IE FOLLO써ING CODE HAS BEEN 써RITTEN TO THE SPECIFIED FILE :

VU때RT vuport1
vuport1
.뻐00 .4800 VUPORT.ORIG
.2500 .5200 VUPORT.SIZE

PRESS ANY KEY TO EXIT

E쓸I GRAPHICS
DEFINE VUPORTS

Number of Vuports 써하，ted : 4
Define Vuports
Generat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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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효 GRAPHICS 대많
”kmmFCn

뼈
·”””””

Define Vuport
Select Array to Plot BUFFER.A
Select Vuport for Plot DEF.VUPORT
Set Up Plot

흩룸I GRAPHICS
DEFINE VUPORTS

ijALYSIS EDITOR HELP

빼mber of Vupor‘ts 싸anted: 1
Define Vuports
Generate Code

Adjust size of Vuport. Return t앵gles between co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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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애FIG FILE 10 GRAPHIC~ ACQUISITION = ANALYSIS EDITOR HELP IISetup
Execute I/O 1

11

CONFIG FILE 10 GRAPHICwa ACQUISITION 카 ANALYSIS -EDITOR HELP
Setup Templates

AID T없1p late

O/A Template
Digital Tenψ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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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
SINGLE
NON-CYCLIC
NO뻐Al

BUFFER.A

CONfIG fILE 10 GRAPHICra ACQUISITION ~ ANALVSIS EDITOR HELP
iF Setup TI뺀\plates =n
AID or OIA Templates

Device
Template Name
Start Channel : 0
End Channel : 0
# of Samples : 0
Gain Code : 0
Ext. Trigger
Ext. Clock
Single or Double:
Cyclic or Non
Normal or 뻐A

Select Buffers

Generate C여e

CONFIG FILE 10 GRAPHIC w= ACQUISITION 케 ANALYSIS EDITOR HELP
IF Setup T태lplates ==n
AID or DIA Templates

Device : DT2800
Template N하ne : De뻐.TEMPLATE
Sta.-t Ch히1nel : 1
End Channel : 2
# of Samples : 256
Gain Code : 1
Ext. Trigger‘ : NO
Ext. Clock : NO
Single or Double: SINGLE
Cyclic or Non- : CYCLIC
Normal or DHA : NOR삐Al

Select Buffers BUFFER.A

Generate Code

- 90 -



\ SET THE 때ALOG GAIN
\ DECLARE ARRAY AS A TEMPLATE BUFFER
\ S단 TEMPLATE BUFFER TO CVCLIC MODE
\ SET REPETITIONS FOR I/O INSTRUCTION

\ DECLARE ARRAY AS A T，태PLATE BUFFER
\ SET REPETITIONS FOR I/O INSTRUCTION

까iE FOLLO써ING CODE HAS BEEN 씨RITTEN TO THE SPECIFIED FILE :
TOKEN BUFFER.A TOKEN BUFFER.B
TOKEN BUFFER.C TOKE에 BUFFER.D
INTEGER DIM[ 1 ] UNNAMED.ARRAY BECOMES> BUFFER.A
INTEGER DIM[ 1 ] UNNAMED.ARRAY BEC(뻐ES> BUFFER.B
INTEGER DIM[ 1 ] UNNAMED.ARRAY BECOME양 BUFFER.C
INTEGER DIM[ 1 ] UNNAMED.ARRAY BECO에ES> BUFFER.D

\ DIMENSION BUFFER(S) - # OF POINTS x # OF CHANNELS
INTEGER DIM[ 256.0000 I 2.0000] UNNA에ED.ARRAY BECOMES> BUFFER.A
LOAD.OVERLAY ACQUIS.SOV
DT2800 \ SET CURRENT 마VICE FOR I/O
1.0000 2.0000 AID.TEMPLATE DEMO.TEMP내TE

\ DEFINE 째 AID TEMPLATE
r.oooo AlD.GAI 써

BUFFER.A TEMPLATE.BUFFER
CYCLIC
256.0000 TEMPLATE.REPEAT

PRESS ANY KEY TO EXIT

THE FOLLOWING CODE HAS BEEN 써찌 ITTEN TO THE SPECIFIED FILE :

\ DIMENSION BUFFER(S) - # OF POINTS x # OF CHANNELS
INTEGER DIM[ 256.0000 , 2.0000] UNNAMED.ARRAY BECOMES> BUFFER.A
1.0000 2.0000 D/A.TE에PLATE DEMO.TE에PLATE

\ DEFINE A DIA TEMPLATE
BUFfER.A TE헤PLATE. BUFFER
256.0000 TEMPLATE.REPEAT

PRESS ANY KEY TO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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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FILE 10 GRAPHIC w= ACQUISITION 커I ANALYSIS EOITOR HELP
w= Setup Templates ~
Digital T없lplates

Devi ce : DT2800
T윈np1ate Name : DB빼.TEMPLATE
Mode : 0
Mask : 0
Single or Double: SINGLE
Cyclic or Non- : NON-CYCLIC
Select Buffers BUFFER.A

Generate Code

THE FOLLO써 ING CODE HAS BEEN 써RlnEN TO 깨E SPECIFIED FILE

.α>00 DIGITAL.TEMP 내TE DEMO. TEMPLATE
\ DEFINE A DIGITAL T돼PLATE

BUFFER.A TEMPLATE.BUFFER \ DECLARE ARRAY AS A TEMPLATE BUFFER

PRESS ANY KEY TO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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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FILE 10 GRAPHIC,. ACQUISITION ~ ANALYSIS EDITOR HELP
Execute I/O

A/D I/O
D/A I/O
Digital I/O

CONFIG FILE 10 GRAPHIC,. ACQUISITION ~ ANALYSIS EDITOR HELP
r--a Execute I/O~

Analog 1{0
Current Template : DEMO.TEMPLATE
I/O Rate(hertz) : .아뼈

Select Transfer Type
Generate C여e

THE FOllOμING CODE HAS BEEN 써RITTEN TO THE SPECIFIED FILE :

DEMO.TEMPLATE A/D.INIT

PRESS ANY KEY TO EXIT

\ INITIALIZE CURRENT AID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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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Style

Current line type: So lid

Length of 1st span: < .0200 >
length of 2nd span: < .0200 >
Length of 3애 span: < .0200 >
length of 4th span: < .0200 >

Press Esc to continue

So l id
Symbol

Dashed
So l id &Symbol

Dotted
Dashed 8. Sym∞1

Plotting Color‘S

Vuport co1or‘: < 0 > ...
Label color: < 15 >
Plot color : < 15 >
Axis color : < 15 >
Cur‘sor‘ color、~ < 15 >

o
l
2
3
4

5
6
7
8
9
m
u
u
n
M

π
μ

Press Esc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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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origin: < .2003 >

Horizontal size : < .7997 >

Vuport Area

Vertical origin: < .α)()(»

Vertical size : < 1.0000 >

Press Esc to continue

Graphks IT빼e

Axis label style
Plot style

Ax is style
Text colors
Vuport co lor‘S

Plot Style

Text area
Vuport area

So l id
Symbol

Current line type: So lid

Dashed
So lid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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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 is Labe' Sty1e

Horizontal Axis Vertical Axis

Ax is 1abe1in9 :
Start label at tick I:
Label every Nth tick:

< 1 >
<2>

< 1 >
<2>

Hor‘ iz char just:
Vert char just:

< -‘ 5α)(»

< -.8α)(»

< -1. 2α)(»

< .0000 >

Lat쩌 1 에dth: <5> < 5 >

Scale factor labe• ing:
써。rld/Nor빼1 c∞며s (써IN):

x c∞rei:

v c∞r얘:

Plot scale label (YIN):

<N>
< .9α)(»

< .0750 >
<Y>

<N>
< .0500 >
< .9500 >
< y >

Press Esc to continue

Graphics roode
Axis label style
Plot style

새
따M

N
-
이
C

S

C

안

써
짜
뼈

AR

?l

UV

Text area
Vuport area

Text Colors in Graphics

Text colors in graphics are not supported
in a non-color graphics"뼈e.

Press any key to continue ...

e,,.,VJ
야

얀

메

1,
e

e
1,

야
뼈w

i
1
s

‘”
때
·
써
M

FU

a”
nr

e”
m

’’
”
ν

”
ν

따
띠
따

·
π차
mw

x
e
u

””
T,
”v

Text area
Vupor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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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1s Style

Horizontal Axis Vertical Axis

Grid on (YIN): < Y> < Y>
Axis on (YIN): < Y> < Y>
labels on (YIN): < Y> < Y>

* axis divisions: < 10 > < 10 >
Tick justification: < .5αXl> < .5000 >
Auto fit on (yIN): < Y> < y >
lin (1) or Log (2): < 1 > < 1 >

Axis origin: < .1500 > < .1500 >
Axis size: < .8α)0> < .8αX»

Axis point: < .1500 >' < .1500 >
써orld/Nor빼 1 c∞여s (WIN): < N>

Press Esc to continue

-‘‘..,VJ
야

얀

m…
’l
a‘

e
1,

·
띠빼
따

‘”
뼈·”
야

앙

없

띠

Axis style
Text color‘S

Vu야rt colors

Text area
Vuport area

Graphics Text Area

Upper Tτ}에 :<0> Left column : < 0 >

Lower row: < 24 > Right column: < 14 >

Press Esc to continue

e‘,--V
‘

아

얀

m

‘
민
냐

s
‘
U

y

F‘
au

‘,‘

.‘.,

‘‘,.

-‘
i

k”
뻐
·
애
야

@

ι
wR

야
녀

-
」
nv

e

「

1,

1

o

。

VJ

1J1

r‘

야

야
C

야

’”
없
빼

iu
[

Tl

”v

Text area
Vupor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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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악JpArrow>:

녁)ownArπlW>:

<LeftArrow>:

4lightArrαof>:

해ome>:

갖nd>:

<Esc>:

Graphics Configuration

Se’ect menu item for prompt
Move to previous πlenu item
Hove to next menu it윈n

Move to 빼nu it윈n to the left
Hove to IT훌nu it해I to the right
에ove to the first menu it윈n

꺼。ve to the last menu it윈n

Exit current menu

Graphics"빼e

Axis label style
Plot style *

η

<‘

nv

e
r
‘‘

’”
b
m

“
아
{}

야

.”
샤

mw

hM

N

싸

Text area
Vuport area

Graphlcs Display 뼈아

Graphics mode: < 6 >

뻐de HorizResol VertResol Color‘S
.. _-- ..----- ---------

4 320 200 4
5 320 200 4
6 64。 200 2

13 320 200 4
14 640 200 4

Press Esc to continue

Graphks n뼈e

Axis label style
Plot style

M
m

뼈

mi

에
쉰

e
-」‘.‘

‘
니

·1

x
p

k

’
얘싸

Text area
Vuport area

- 98 -



<Enter">:

이pArr잉W>:

에>ownArl"αι>:

<leftAr row>:

<R ightArrow>:

<Home>:
<End>:
<Esc>:

Display Hode

Select menu item for pnx빼t

에ave to pr‘evious menu item
빼，ve to next menu item
Hove to menu item to the left
에。ve to menu item to the right
Hove to the firs t menu ; tern
Hove to the last 빼nu Hem
Exit current menu

Nom뻐 1 Display Graphics Display Stack Display

Save changes/Return to main menu/Exlt to ASYS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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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eous Status

Press Esc to continue

>u1<「t‘씨ν
t’
l‘.

m‘--‘..,a‘
Rg

>””<’r•배ν
t,.‘‘

m

짧
*
‘‘mFt

>v
l<‘t

•씨ν
,’l‘매

--

뼈
‘.,.e、l,.

.‘,.빼
mo

마
Ft

Text and graphics colors on (V/N)? < V>

AnalysIs status
Sys tem buffers

Nume(‘ lC status Mise status

System Buffer Sizes

Press Esc to contInue

Keyboard buffer s,ze: < 200 >
The keyboard buffer is used to store prevlously typed
lines for later recall. This buffer resides in the
token heap.

Syst윈n buffer sIze: < 32768 >
The system buffer is used for COPY , EDIT , and HELP.
The size of this buffer determines the πlaX i lTlJm
size of any file that r뻐y be EDITed. By default
this buffer resides in the token heap. It may ,
however , be moved to expanded memory.

Ana’ysis status
System buffers

Nume(‘ ie status Mis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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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eous

Press Esc to continue

Use fr얻quencies in stats? < N >

Use weights in curve fit? < N >

Frequency factors can be used in descriptive stat operations

Data Manipu1atlon
Nonlinear Curve Fit

Eigensystems
에iscellaneous

Numerlc Status

Polynαnials

Press Esc to continue

Field length (~l • vary): < -1 >

*declmal places: < 4 >

Flxed/Scientific: < F >

Rad/O며/Grad: < R >

Complex: Cartesian/Po lar: < C >

Analysis status
Sys tem buffers

N벼1톨r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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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nomials

Press Esc to continue

Coeff tol: < 5.00£-5 >

R∞t to1: < 5.00£-5 >

A value below 에lich poly뼈nial coefflcients are set to zero

Data 에anipu ’ ation

Nonlinear Curve Fit
Eigensyst윈ns

에iscel1aneous

Nonl lOear’ Curve Fit

Polynαllials

·Coeff to1: < 1.00£-4 >

, iterations: < 30 >

Press Esc to continue

A value setting the accuracy of the fjt coefficients

Data H킹11뻐Jlation

Nonl inear‘ Curve Fit
Eigensyst윈ns

Hiscell하l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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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ipulation

Press Esc to continue

Differentiate 0'냄er: < 1 > Fit P이y d멍ree: < 2 >

Single!∞uble prec FFT: < S >

*peak scanning pts: < 11 >

장oooth cutoff f req: < .2α)(»

* peaks to fi때: < 5 >

Order us뼈 in differentiating a waveform (1 - 7)

Data 에anipulation

Nonlinear Curve fit
Eigensystems
에i see 11 aneous

Eigenvalues and Eigenvetor‘S

Polynomials

Press Esc to cont,nue

Sut었 lag tol: < 1.ooE-5 >

Generate u? < V >

A value below 에11ch su벼iagonal elements are set to zero

Data Manipulation
Nonlinear Curve Fit

Eigensystems
에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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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r>:

아JpArrow>:

깅lcMlArrow> :

<LeftArπ'1v(>:

해ightArrow>:

아iOl빠~:

~nd>:

~SC>:

State Configuration

Select menu item for prompt
Hove to previous menu item
Move to next menu it윈n

에。ve to menu it윈n to the left
에ove to menu it윈n to the right
에。ve to the fir‘st 빼nu item
Hove to the last menu item
Exit curr안1t menu

Analysis status
Syst윈n buffers

Numeric status

Analysis Status

Mise status

~nter>:

아JpArπ}에，>:

<DownAr r'O'tf> :

<leftArr‘0써>，

~ightArrow>:

아{α1얻>:

<fnd>:
<Esc>:

Select menu item for prompt
에ove to previous menu item
Hove to next menu it윈n

κ。ve t。 빼nu item to the left
샤ove to menu item to the right
에ove to the first rr얻nu item
Move to the last n톨nu it윈n

Exit current menu

Data Manipulation
Nonlinear Curve Fit

Eigensyst윈ns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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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l">:

4JpArrow>:

에k쩌lArrow>:

<leftAr row>:

<RightAr‘π'1t/>:

백orne>:

〈ξnd>:

<Esc>:

Stack Contents

Text Color‘S

Sel~t menu item for prompt
에。¥e to previous menu item
Move to next menu item
Hove to menu item to the left
Move to menu item to the right
Move to the first 빼nu item
애ove to the last menu it윈n

Exit current menu

OK Prompt

Filename Parse Control

Default drive (YiN) ? <Y> Ft 1e parse control value is: 15

Default directory (YIN) ? < Y>

Defa니 1 t fi le nan얻 (YIN) ? < Y>

Default extension (YIN) ? < Y>

d:\di rectory\filena빼.ext

Highllghted portl0ns are defaulted

Press Esc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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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ter>:
억JpArrow>:

아X쩌lArroκ>:

<LeftArπlW>:

~ightArπlW>:

얘q빼>:

<fnd>:
<£sc>:

Text C010f‘S

Se1ect menu i t해I for p뼈npt

Move to pr‘evious menu item
Move to next menu item
에。ve to menu item to the left
Move to menu item to the right
Move to the first menu item
Move to the last menu item
Exit current menu

Normal Display
Array Edit

Stack Display
Text Edit

Help

Text Color、s

Foreground color: < 7 > Press Esc to continue
Background color: < 0 >

o

g 9

2

10

3

11

4

12

5

B

6

14

7

1S

Non뻐1 Display
Array Edit

Stack Display
Text Edit

- 106 -

Help



~ Configure

CPU Type
CPU Speed
Display
Printer

Current

CPU Type is 80286 or 80836
CPU Speed is 8.00 뻐Z

EGA ca얘 wi 64k , St하삐ar‘d Color Monitor
IBM Graphics Printer , Epson ,. or compatible

(for 200 vertical pixel display«뼈e)

Display Ha며ware Types Press Esc to r、etum

1 -- EGA Ca여 with more than 64k. and an Enhanced Color 에。nitor

2 -- E(패 Car념 wi th more than 64k , and a Standa얘 Color 뻐nitor

3 -- EGA ca여 wi th 64k , and an Enhanc뼈 Color 에onitor

4 .- E(파 card wi th 64k , and a Standa매 Color Mon itor‘
5 -- IB에 Color Graphics Card , and a Standar년 Color 에。nitor

6 -- IBM Color Graphics Ca애， and a Black/써1i te 에。nitor

7 -- Here비es Graphics Ca얘， and a Black/White Monitor
8 -- AT&T High Resolution Graphics Ca며， and monitor‘

9 -- HP H띠 t ， mode Graphics Car념. and mon i tor’

10 -- EGA Ca여， and a 빠이lOchrome monitor
11 -- VGA Card , and monitor‘

Display Ha얘ware (1-11): < 4 >
Use Intensify For Menus? < N >

II Configure

CPU Type
CPU Speed
D1splay
Pr1 nter

Printer Types

Current

CPU Type 1S 80286 or 80836
CPU Speed is 8.00 MHz
EGA ca며 wi 64k , Standard Color Monitor
IB에 Graphics Printer , Epson. or compatible

(for 200 vertical pixel display πlOde)

Press Esc to return

1) IBM Graphics Printer , Epson , or compatible
2) HP LaserJet
3) TI 855/865
4) IBM Pr‘。printer

5) Okidata 에icroline 182

Printer Type: < 1 >

Configuring for‘ graphics SCREEN.PRINT ’ s donξ from video IOC얘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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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훌 Configure

CPU Type
CPU Speed
Display
Printer

CPU Types

Current

CPU Type is 80286 or 80836
CPU Speed is 8.00 뻐Z

EGA car녕 wI 64k I Standard Color 에이litor
IBM Graphics Printer , Epson , or c~빼atible

(for 200 vertical pixel display n뼈e)

Press Esc to return

1 .- 8088
2 .- 8086
3 .- 80286 or 80386

CPU Type (1-3): < 3 >

름= Configure

CPU lyp~

CPU Speed
Display
Printer‘

Current

CPU lype lS 80286 or 80836
CPU Speed is 8.00 MHz
EGA ca며 wI 64k , Standard COlor 뼈nitor

IBM Graphlcs Printer기 Epson , or compatible
(for 200 vertlcal pixel display n빼e)

Press Esc to return

CPU Speeds (i n 뻐z)

1 -- 4.77
2 -- 6.00

3 ‘- 7.50
4 -- 8.00
5 -- other

CPU Speed (1-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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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Configuration
Configuring Data Translation D12800 Series

Press Esc to quit

Use current params? (Y/N) y
Enter hexadecimal I/O addr‘ ( 2Ee ):

Enter 012800 base ti빼 resolution in Usec ( 2.50 ):

Enter number of AID channels ( 16 ):
Enter minimum AID digital value ( 0 ):
Enter maximum AID digital value ( 4095 ):

Enter number of D/A channels ( 2 ):
Enter minimum DIA digital value ( 0 ):
Enter maximum DIA digital value ( 4095 ):

Enter the OHA channell (1 ,3 or 0 for none) (1):

Enter default conversion delay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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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Configuration

Press Esc to Quit

( 0) 012800 Boa벼iI 1 I/O ad센r: 2EC
( 1) DASH8 BoardH 1 I/O addr: 300
( 2) no device pr‘esently configur해

( 3) no device presently configur‘ed
( 4) no device p앤sently configur빼

( 5) no device presently configured
( 6) no device pr‘esently configured
( 7) no device presently configured
( 8) no device presently configured
( 9) no device presently configured

Clear‘ all devices from tables? (YiN) n
Specify table entry to use: 0

Acquisit10n Configuration

Press Esc to quit
The following OAS device drlvers are configurable in thlS menu.
The highlighted DAS devlces ar‘e those 셔lose dr‘ iver overlays

have been loaded.

(1) Data Translation 012800 Series
(2) Data Translation OT2820 Serles
(3) leomar Lab Haster、

(4) TeCIT녕r Lab Tender
(5) Teomar DADIO
(6) 8255 Type Digital I/O Boa여

(7) Keithley Series 500
(8) 18에 OACA
(9) Cybα'9 ISAAC 91-1
(10) Hetrabyte OA5H-16
(11) Hetrabyte OASH-8/EXP-16
(12) Analog Devices RTI-800/815
(13) Analog Devices RTI-802
(14) General I/O port

Specify device to u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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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ize System

After a final system has been constructe에 by loading in all needed
overlays in the Overlay Configuration menu , the size of the syst빼

빼y be minimized. Th is will free up some space in the system for
。ther areas of 뼈mory (those in the next menu). Note that once
this is done to a syst빼I no mor、e overlays 뼈ly be added us; ng the
Over‘ lay Configuration menu. (therefore , be carefu~ not to minimize
the original copy of ASYST.) Also note that this minimization will
not be available unless a Save is I뻐de 에len leaving the"‘ain config
menu.

Minimize Syst윈n (YIN): < N >

Press 'Y ’ or ’ N' and then press Esc to continue.

Memor‘y Configuration
This proCedUf‘e 1S used to define the wor‘king size of varlOUS

ASYST memory storage areas. To use the default values Just
type a <CR>. NOTE: THESE VALUES WILL NOT BE AVAILABLE
UNLESS A SAVE IS MADE 써HEN LEAVING THE MAIN CONFIG 에£NU.

KBytes free for new arrays: 90

Target symbol table Slze in Kbytes:
Tar쟁et string segment size in 뼈ytes:

Tar맹et DAS buffer size in Kbytes:
Tar맹et GPIB queue size in Kbytes:
Target user dictionary size in Kbytes:
Target token heap size in Kbytes:
Tar‘get unnamed array (heap) size ;s Kbytes:

< 20 >
< 12 >
< 1 >
<0>
< 45 >
<40>
< 32 >

The following System Buffers reside in the token heap:

Target keyboard buffer size in bytes:
T하멍et system buffer size in bytes:

Recall default values (VI애): * N It

Press Esc to accept values.

- 끄1 -

< 200 >
< 32768 >



Aval1able Over‘lays Selected Overlays

Editor Data Acquisition Master
Help System Data Translation 2800
Array Editor 에etrabyte DASH8
RS-232
A

”F GPIB 에aster‘

G Type 1 NEe GPIB driver
A Type 2 NEe GPIB driver
D Hewlett-Packard GPI8 driver
G TIT껴5-9914 type driver
E National AT-GPIB driver

National GPI8-PCIII driver
National HC-GPIB driver

Ava l1 able MeIror‘Y
Base 01ctionary: 8589
5삐bel Table: 5897
Over‘ lay H윈!lOry: 7973 Type: 0 - for overlay description
String S앵ment: 6854 w- to find a desired w。어

Array M윈nory: 91636 <esc> - eXl t I끼enu

AvaIlable Over‘ lays Selected Overlays

Editor Data Acqulsitl0n 에aster

Help Syst윈n Data Translation 2800
Array Ed 1tor Metrabyte DASH8
RS-232 GPIB Master‘
A1gebra1C Parser Dos Interface

Dos Interface
C Interface
Fortr‘an Interface

Available M윈nory

8ase Dictionary: 7232
Symbi이 Table: 4099
Overlay Memory: 7015 Type: o - for overlay descriptiα1

String Segment: 6854 Ii - to find a deslred word
Array Memory: 91636 <esc> - exit menu

- 112 -



Available Overlays

Editor
Help System
Array Editor
RS-232
Algebraic Parser
뻐nu To야S

File Overlays
Graphics Overlays
Analysls Over‘ lays
Data Acquis;tiα1

GPIB
External Interfaces

Available Memory
Base Dictionary: 8589
Symbol Table: 5897
Over‘ lay 에윈oory: 7973
String Segment: 6854
Array 에emory: 91636

Selected Overlays

Data Acquisition Haster
Data Tf'해， slation 2800
예etrabyte DA않m

Type: 0 - for over、lay description
써 - to find a desired wor얘

<esc> - exit n붙nu

Available Overlays Selected Over‘ lays

En Data Acquisition Master Data Acqulsitlon 에aster、

H Data Translation 2800 Data Translation 2800
A Data Translation 2820 Metrabyte OA5H8
R Teen녕r‘ lab 에aster

A Teonar‘ lab Tender
HII Teen녕!‘ OADIO
FH Keithley Series 500
GU Cyborg Isaac 91
A IBM DACA
On Hetrabyte DASH8
G 에etrabyte DASH16
E,Analog Devices RTl-없)()/815

Analog Devices RTI-802
Intel 8255 digital I/O
General purpose I/O port
Externa1 DAS Driver Support

Base Dict;onary: 8589
S뻐001 Table: 5897
Overlay 에t!lOOry: 7973 Type: o - for overlay description
5tr;r앵 Segn홉nt: 6854 써 - to find a desired wer‘d
Array H윈oory: 91636 <esc> ~ exit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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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3.1이

Copyright 1984-1989 by:
Asyst Software Techn이。gies ， Inc.

100 Corporate 써oods

Rochester, N.Y. 14623

CONFIG FILE 10 ~RAPHICS ACQUIS GPIB

Main Configuration Menu

ANALYSIS EDITOR HELP

<tnter>:
갖JpArrow>:

<D<뼈nArrow>:

억.eftArrow>:

〈쩌ightArn:뻐>:

<HOI빼>:

<End>:
<Esc>:

Select menu item for prompt
Move to previous menu it빼

Move to next menu itern
Move t。 뼈nu it홈n to the left
Move t。 빼nu item to the right
Move to the fi r‘st menu item
에ove to the last I뼈nu item
Exit curr멍nt I뼈nu

Over‘lay Configuration
GPI8 Configuration
Graphics
Display Mode

Memory Configuration
Hardware Configuration
File Parsing
Save/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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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Configuration
Text Color‘S
System State



원전 2 차계 수질감시 전산화 연구

1990年 12 ~ 258 터I빼

19911f· 1 月 158 훌훌行

끓行A 삐 弼 i$

옳行.. " i톨 훌 子 h~ 究 所

大田흩[삐에f 톰h훌훌 훌훌I휘 150

터I빼所 新 友 社

i얻는P빠 져캔약속 다져지는 신뢰샤회 }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온-라인 자료취득 개론
	2. 자료 취득 software 검토
	3. ASYST software

	제2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ASYST 에서의 자료취득 및 제어
	2. Non-buffered Analog to Digital (A/D) 입력


	제3장 결론 및 건의사항
	제1절 결론
	제2절 건의 사항

	참고 문헌
	부록 ASYST MAIN SCREENS IN CONFIGURATION, ACQUISITION & GRAPHICS

	q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