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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하나로 핵연료심재에 대한 균질도 측정은 핵연료심재 내부의 U-235 핵종으로

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 시스템은 감마선 검출시스템과 핵

연료심재 이송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균질도 측정에서는 검출시스템과 

이송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전하고 두 시스템간의 시간오차를 보정하여 측정오차를 

저감시켰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측정 불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측정간격의 부정

확성과 측정시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측정 시스템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Visual C++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입출력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측정조건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포트 

통신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부 및 MCA(Multi Channel 

Analyzer) 제어부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C와 PLC CPU 사이의 통신방식

은 Rs-232C 비동기식 방식이며, 포트통신 방법은 Thread 기법을 적용하였다. 

PLC 제어 프로그램은 PLC 전용 명령어가 적용되었으며, PLC CPU와 PC간의 원

활한 데이터 통신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또한 측정조건의 입력의 경우 측정

간격, 측정시간, ROI값 및 허용오차 등은 각 측정구간마다 독립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Canberra사의 programming library는 MCA 기능에 따

라 선언된 변수와 함수를 내장한 헤드파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헤드파일을 활용

하여 MCA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균질도 측정 시스템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합 제어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프로

그램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700 mm 길이의 핵연료심재에 대해 28개 측정지점에

서 감마계수를 각각 50초 동안 측정하여 감마 측정시스템의 측정 정확도 향상과 

측정시간 단축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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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homogeneity measurement for the HANARO fuel rod is carried out 

by measuring the gamma-ray emitted from the U-235 which is contained in 

the fuel. The system is composed of the gamma detector and the fuel rod 

movement parts. The previous measurement was carried out by handling the 

detection and movement parts independently and by approximately 

correcting the time discrepancy between the two parts. It resulted in an 

inaccuracy of the measurement interval and an inefficiency of the 

measurement time, which largely affected the uncertainty of the 

measurement. In this study, to improve this situation, a computer program 

has been developed for an integrated control of the two parts.

   The computer program is developed based on Visual C++, which is 

equipped with a user-friendly interface of the input/output(I/O) and a display 

function for the measuring conditions. This program consists of three parts 

which are the port communication,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and 

the MCA(Multi Channel Analyzer) control parts. The communication type 

between the CPU of the PLC module box and the computer is selected as 

be the Rs-232 asynchronous type and the thread method is adap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part of the program. The PLC-related program has 

been developed so that the data communication between the PLC CPU and 

the computer could be harmonized with the unique commands which have 

already been defined in the PLC. The measuring space and time intervals, 

the start and end ROI(region of interest) values, and the allowable error 

limitation are input at each measurement in this program. Finally the 

controlling MCA program has been developed by using Canberra's 

programming library which contains several files including the head files in 

which the variable and the function of C++ are declared according to the 

MCA function.

   The performance test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an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computer program to the homogeneity measurement system. The 

gamma counts at 28 measuring points of a fuel rod of 700 mm in length are 

measured for 50 sec at each point. It was revealed that the measurement 

results are better than the previous ones in respects of the measurement 

accuracy and a measurement time saving could be achieved. It was 

concluded that the gamma measurement system can be improved through 

equipping it with the developed contr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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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제조된 핵연료심의 길이방향 

균질도 검사는 품질보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균질도 검사에 이용되는 

장비는 항상 일정한 정확도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균질도 실험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균질도 검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그에 부합된 소프트웨어가 잘 조화를 이루

어야 최적의 실험환경과 최상의 실험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하나로 핵연

료심재의 균질도 검사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윈도우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실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제

조된 핵연료심의 길이방향 균질도 검사에 사용되는 감마스캐닝 시스템을 분석하

고 재구성하여,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최적의 실

험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감마스캐닝 시스템은 핵연료심재 위치제어 시스템과 

감마선 측정․분석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앞서 기술한 핵연료심재 위치제어 시스템과 감마선 측정․분석 시스템의 동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각의 동작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하나의 어플

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마스캐닝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

하고 각 기능별로 분류한다. 분류된 시스템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

한지 판단하고 검토한다. 핵연료심재 위치제어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Ladder diagram을 작성하고 이를 PLC 

CPU에 입력한다. 실험환경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것을 윈도우 어

플리케이션 개발에 적용한다.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툴로서 Visual C++

를 사용하며, 감마선 측정․분석을 위해 GENIE2000 Programming Library를 이

용한다. 개발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실제 하나로 핵연료심재 대상 

감마스캐닝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을 통해 산출된 결과값을 토대로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이 보고서의 2장에서는 감마스캐닝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과 각 부분별 세

부사항에 대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감마스캐닝 제어용 프로그램 개발, 4장에

서는 개발프로그램의 성능평가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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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마스캐닝 시스템

제 1 절 감마스캐닝 시스템 특성

감마스캐닝 시스템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핵연료의 심재를 대상으로 내

부 핵연료 물질의 균질도를 검증하는 장치이다. 감마스캐닝 시스템은 크게 핵연

료심재 위치제어 시스템과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분석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 대상이 되는 감마스캐닝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실제 모습은 그림 2와 같다.

핵연료심재 위치제어 시스템은 크게 스텝모터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내장한 컨트롤 박스로 구성되어있다[1]. PLC는 이송용 스텝모터

를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핵연료심재를 안정적으로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PC를 통해 remote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programming 되

어있다. 스텝모터의 회전축은 ball screw형태의 축과 연결되어있으며, 모터의 회

전방향에 따라 좌우로 움직인다. 핵연료심재 이송용 cart는 ball screw 축의 좌

측 끝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재를 고정하기 위한 vise가 장착되어 있다. 스텝

모터, ball screw 축 및 이송용 cart를 지지하고 있는 선반 위에는 4개의 

sensor가 위치하고 있다. 선반의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끝단과 우측끝단은 각각 

limit sensor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구간사이에 home sensor와 end sensor가 

위치하고 있다. limit sensor는 이송용 cart가 측정범위를 벗어나 검출기나 스텝

모터와 충돌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위치검출용 sensor이다. Home sensor와 

end sensor는 감마스캐닝 실험의 처음과 끝을 위한 위치검출용 sensor이다. 

Home sensor가 장착된 위치는 핵연료심재와 검출기와의 기하학적 위치를 고려

하여 선정하였으며, end sensor가 장착된 위치는 700 mm 길이의 핵연료심재를 

25 mm씩 측정구간으로 나누어 28번 측정할 경우 마지막 측정구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스펙트럼 측정․분석 시스템은 검출기, MCA(Multi Channel Analyzer) 및 PC 

장착 PCI용 GPIB(General Purpose Interface Bus)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

연료심재 내부에서 U-235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을 계수할 수 있다. MCA는 

NIM(Nuclear Instrument Module) bin에 슬롯행태로 장착되며, 이것은 

detector power supply, amplifier 그리고 ADC(Analog to Digital Convert)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3에 스펙트럼 측정․분석 시스템 중 MCA를 나타내었다. 검출

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3.5 kV이며, 검출기의 주변은 Pb 차폐체 및 collimator로 

둘러싸여있다. 차폐체는 주변에서 검출기로 유입되는 자연방사선이나 우주선을 

차폐하기 위한 목적이며, collimator는 각 측정구간 25 mm 이외에서 유입되는 

방사선 혹은scattering 방사선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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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마스캐닝 시스템의 전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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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감마스캐닝 시스템의 실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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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CA와 PLC를 내장한 컨트롤 박스의 실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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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연료심재 위치제어 시스템

1. 핵연료심재 위치제어시스템 구성 부품

    핵연료심재 위치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은 크게 PLC 모듈과 

스텝모터로 구분할 수 있다. 스텝 모터 제어를 위한 PLC는 LG사의 PLC를 사용

하였다. CPU unit은 GM6-CPUA, 입․출력 unit은 G6I-D22A와 G6Q-RY2A가 

사용되었으며, 위치결정 unit은 G6F-PP1O가 사용되었다. 핵연료심재 위치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PLC 모듈들, 각종 스위치, 엔코더 및 스텝 모터 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핵연료심재 위치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 목록

 명    칭  규   격 

 PLC cpu module  GM6-CPUA 

 PLC power module  GM6-PAFB 

 PLC base  GM6-B06M 

 PLC input module  G6I-D22A 

 PLC output module  G6Q-RY2A 

 PLC 위치결정모듈  G6F-PP1O 

 Stepping unit  RK596BC 

 엔코더  E40H12-600-3-2 

 조광형 push button  ARX-G112B24 

 Emergency stop button  ARE-4R12 

 Key switch  ARK-2S12 

 Selector switch  ARS-S212 

 Relay  SZR-MY4-N1 DC24V 

 Relay socket   SZR-MY4 

 Coupling  MC321214C 

 Duct(G)   30*60 

 배선용 차단기(MCCB)  ABE-32 

 Noise filter  SN-E6H-CM 

 Power supply   VSF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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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C를 내장한 컨트롤 박스의 구성

      PLC를 내장한 컨트롤 박스의 전면 판널부, 후면 판넬부 및 내부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5에 전면 판넬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의 명

칭을 나타내었다. 전면 판넬부는 시스템 전원용 스위치, 시스템 구동 셀렉터 

스위치, 구동모드 셀렉터 스위치, 스텝 모터 구동관련 각종 스위치, 타이머, 

스케일러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시스템 전원용 스위치는 컨트롤 박스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에 전원을 인

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 구동 셀렉터 스위치는 시스템 구동 온, 오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구동모드 셀렉터 스위치는 PLC 운영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리모트 모드와 로컬 모드가 있다. 리모트 모드는 

PC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모드이고, 로컬 모드는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 박스 

상의 각종 스위치들을 조작함으로써 운영하는 모드이다. 구동모드 셀렉터 스

위치 옆에 있는 ‘Automatic Running’ 항목의 ‘Start’, ‘Stop’ 버튼은 타이머로

서 설정된 시간만큼 모터가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Start’ 버

튼을 누르면 timer에 설정된 시간만큼 모터를 구동하다가 타이머가 정지되는 

순간 ‘Stop’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서 모터구동이 멈춘다. 컨트롤 박스 하단부

에 있는 'Manual Running' 항목에는 'CW', 'CCW', '1 Step', 'Home' 버튼이 

있다. 'CW'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시계방향으로 구동하고 'Automatic 

Running' 항목에서 'Stop' 버튼을 누르면 구동을 멈춘다. ‘CCW’ 버튼은 ‘CW’ 

버튼과 반대의 동작을 수행한다. ‘1 Step’ 버튼은 한번 누르면 설정된 거리만

큼 한번 모터구동 하는 역할을 한다. PC 프로그램에 의해 모터구동은 이 스

위치 제어를 통해 설정되었다. 컨트롤 박스 좌측은 타이머, 거리설정장치 및 

Emergency Lock Switch로 구성되어있다.

      컨트롤 박스 후면 판넬부는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은 메인 파워스위치, 로

더 및 RS-232C D-sub 단자로 구성되어있으며, 좌측은 센서, 엔코더, 스텝모

터 입력단자로 구성되어있다. 메인 파워스위치는 전면 판넬부 시스템 전원용 

스위치와 달리 컨트롤 박스 전체에 전원을 인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로더 D-sub 단자는 PLC 래더 다이아그램을 편집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PC-PLC간 통신 연결단자이며, RS-232C 단자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적

용하여 리모트 컨트롤 환경을 구현할 때 필요한 PC-PLC간 통신 연결단자이

다. 센서, 엔코더 및 스텝모터 입력단자는 각 디바이스의 구동전원 인가 및 

신호 입․출력 등을 위한 연결단자이다.

      컨트롤 박스 내부는 표 1에서 기술한 PLC 관련 모듈들이 rack에 장착되

어 고정되어있다. 각 모듈마다 슬롯형태로 장착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분리가 

되며, 추가 장착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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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rawing of control box with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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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면부 판넬의 구성부품 명칭.

표 2. 컨트롤 박스 전면 판넬의 구성항목과 기능 

구성 항목 형태 기 능

Power Push Button SW 시스템의 전원 인가

System ON/OFF Selector SW 시스템의 준비 상태

Mode Remote/Local selector SW 시스템 운영 모드 설정

Start Push Button SW 타이머에 의한 모터구동

Stop Push Button SW 타이머 종료에 따른 모터정지

CW Push Button SW Jog 모드의 시계방향 구동

CCW Push Button SW Jog 모드의 반시계방향 구동

1 Step Push Button SW 1 Step씩 시계방향 구동

Home Push Button SW 원점센서로 모터구동

Digital Timer Timer 모터구동 타임 설정

Distance Setting Scaler 모터 이동거리 설정

Emergency stop Emergency Lock S/W 위급상황 시스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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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품별 세부사항

        

가. Power

        그림 6에는 컨트롤 박스에 인가되는 전압과 출력되는 전압에 대한 회로

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0VAC 입력 후 AC/DC 컨

버터(SMPS)를 통해 DC 24V와 DC 5V를 출력한다. 출력된 DC 24V는 엔

코더 및 위치결정모듈 구동에 사용되고, DC 5V는 스텝 모터 구동에 사용

된다. 

나. 스텝 모터 결선도

        본 시스템에 사용된 스텝모터는 500 펄스 당 1회전을 하며 1회전에 움

직이는 거리는 5 mm이다. 그림 7에 시스템에 사용된 스텝모터의 결선도를 

나타내었다. 

다. 엔코더

        시스템에 사용된 스텝 모터는 500 pulse 당 1도 회전하므로 제어가 쉽

고 정확하다. 그러나 DC 모터처럼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할 장치가 없

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보통 스텝모터에서 엔코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step의 오차를 보상할 목적을 많이 사용한다. 스텝모터의 step 오차가 누

적됨으로 인한 오작동의 가능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엔코더로 피드백하여 

closed 루프 방식을 써서 제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엔코더는 모터의 회

전축에 결합하여 모터의 회전과 함께 동기 되어 회전하는 원판에 전자적으

로 인식가능한 눈금과 표식을 함으로써 모터의 회전속도 혹은 회전 방향 

혹은 회전각을 인식하기 위한 부품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코더에 입력되는 전압은 +24V이며 정방

향, 역방향 검출을 위한 결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라. PLC 통신을 위한 D-Sub 단자

        감마스캐너 시스템에 사용된 PLC 내장 컨트롤 박스는 두 개의 D-Sub 

단자를 제공한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D-sub 9pin loader와 D-sub 

9pin Rs-232C이다. 전자는 PLC CPU 내에 수록된 ladder diagram을 읽

고, 편집하고 실행파일을 만들어 PC에서 PLC에 전송하는데 필요한 단자이

며, 후자는 PLC CPU와 외부기기(Computer, Printer등) 또는 타국 PLC 

CPU간의 interface 역할을 하는 단자이다. 본 시스템에 사용된 ladder 

diagram 편집 Tool은 GMWIN Ver 4 프로그램이며 이는 GLOFA-GM 

PLC를 대상으로 PLC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디버깅하는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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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ower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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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텝 모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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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엔코더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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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LC 통신을 위한 D-Sub 단자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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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치결정 모듈

        위치결정모듈은 이동체(피 가공물, 공구 등)를 설정된 속도로 이동시켜

서 현재 위치로부터 설정된 위치에 정확히 정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servo 구동장치나 스텝 모터 제어 구동장치에 연결되어 위치 결정 펄

스열 신호에 의해 높은 정밀도의 위치제어를 한다. 그림 10에 위치결정 모

듈에 대한 회로도를 나타내었다.

바. PLC Input / Output 모듈

           PLC Input은 외부 기기로부터의 신호를 CPU의 메모리로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 입력의 종류는 DC 24V, AC110V, AC220V 등이 있다. PLC 

Output은 내부 연산의 결과를 외부에 접속된 기기에 전달하여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출력의 종류에는 릴레이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 SSR(Solid 

State Relay)출력 등이 있다. 그림 11, 12에 PLC 입력 및 출력접점을 나

타내었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PLC에 사용된 입력접점은 27개 

이며, ladder diagram 내 좌측에 위치한다. 또한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Output 접점은 16개가 존재하며, 램프 및 모터 구동 등에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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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위치결정 모듈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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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LC Input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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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LC Output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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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감마스펙트럼 측정․분석 시스템

1. 감마스펙트럼 측정 시스템

         하나로 핵연료심재에서 방출되는 감마선(U-235)을 검출하기 위한 감마스

펙트럼 측정시스템의 장비 및 규격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감마스펙트럼 측정시스템 목록

장 비 명 항  목 규  격  

 Multichannel 

 analyzer

 Type  MPT-16E

 기 능  LLD, ULD, Zero, DEADTIME LED

 Germanium 

 detector

 Type  BE2820

 Relative efficiency  13%

 Energy resolution  2.0keV FWHM at 1.332MeV

 High-voltage  

 power supply

 Type  3106D

 Supply voltage  ±24V and +12V by NIM Bin

 Current voltage  0 - 6000VDC 300μA

 기타  LN2 level meter

 NIM BIN power 

 supply

 Type  2100

 Voltage & current  ±6V 10A, ±12V 4A, ±24V 2A

 DC output rating  150watt

 DC Output voltage 
 regulation  < 0.05%

 Time stability  < 0.05%

 Spectroscopy

 amplifier

 Type  2025

 Noise  < 4.5 μV rms

 Gain range  from X2.5 to X1500

 Shaping time  0.5, 1. 2. 4. 6. 12  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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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

       하나로 핵연료심재에서 U-235에 의해 방출되는 감마선(185.91 keV)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GENIE2000 Basic 

spectroscopy software)가 제조사(Canberra)로부터 제공된다[3]. 이 소프

트웨어는 감마스캐닝 검출시스템의 성능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에

너지 교정에 주로 사용된다. 에너지 교정에 대한 사항은 부록 5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그림 13에 GENIE 2000 Basic spectroscopy software의 메인 

윈도우를 나타내었다. 에너지 교정 후 채널당 에너지 값을 이용하면 특정 피

크를 쉽게 탐색할 수 있으며, ROI(Region of interest)를 이용하면 측정대상 

피크의 총 계수를 얻을 수 있다.

       범용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조사로부터 GENIE2000 programming 

library가 또한 제공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사용자 환경 

application을 구축할 때 GENIE2000 범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환경을 구

축할 수 있도록 각종 함수 및 팁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

로그램내의 MCA 측정 및 제어는 GENIE2000 programming library에 의

해 구현되었다.  

 

    

그림 13. GENIE2000 Basic spectroscopy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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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PLC Ladder Diagram

1. Ladder diagram의 일반적 원리

      PLC 내부에는 논리명령어(mnemonic)로 제어내용이 입력되어 있다. 작동

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명령어가 필요하지만, 논리명령어로 된 프

로그램으로는 제어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쉽게 전체적

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ladder diagram을 사용한다. Ladder 

diagram의 구성은 아래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PLC ladder diagram의 일반적인 구성.

      ○ 모    선 : 전기적으로는 +/-모선에 각각+/-전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는 +모선을 “1”인 것으로 생각한다.

      ○ 입력접점 : 논리식에서의 구성요소가 해당되며, PLC에서는 입력 및 출력

접점을 사용한다. 출력접점 다음에 배치시킬 수는 없다.

      ○ 출력접점 : 논리식의 출력결과를 나타내고, PLC에서는 출력접점만 해당된

다. 항상 제일 오른쪽에 배치된다.

      ○ 신호 흐름선 : 왼쪽에 있는 +모선에서 전기적으로 +전기 또는 논리적으

로 “1”의 신호가 각 접점들의 직렬과 병렬을 나타내고, 결

과가 오른쪽으로 흘러 출력접점에 저장된다.

        논리명령어와 ladder diagram은 다르다. 그러나 ladder diagram을 순서대

로 해석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논리명령어로는 전체 제어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ladder diagram을 이용하여 programming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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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명령어와 ladder diagram은 같지 않다. 논리명령어는 순서에 따라 직렬

로 진행하는 내용이지만, ladder diagram은 +모선에서 신호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여러 신호흐름선에 정보가 흐르는 것으로, 

직렬이 아닌 병렬처리인 것과 같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신호 흐름

선을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논리명령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Sequence 제어는 +모선에 +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sequence와 

PLC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래 그림 15에 나타난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예이다.

그림 15. Ladder programing 예제.

      순서대로 수행한다면, 첫 행에서는 P00이 눌러지면, M00이  "1"로 되고, 

둘째 행에서는 M01 = P00 .AND. (NOT M00)과 같은  뜻이므로 P00과 

M00이 모두 "1"인 상황으로는 결코 M01은 "1"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시퀀스

처럼 각 행마다 동시에 진행된다면, 첫 행에서 M00이 "1" 이 되기 위해 약간

의 시간 지연이 있는 동안에 둘째 행에 의해서 M01이 "1"이 될 것이다. 약간

의 시간 지연이 있고 난 뒤에 첫째 행에서 M00이 "1"이 되면, 그때에 M01이 

"0"이 될 것이다. 즉, P00이 눌러지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동안 M01은 "1"의 

신호를 갖게 된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과 여러 행이 동시에 병렬로 

진행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결과는 달리 나온다. 따라서 ladder diagram을 해

석할 때는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읽어야 PLC에서 작동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2. Ladder diagram 언어

 

      PLC는 제조사마다 사용 언어와 통신 network가 서로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PLC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 표준 회의)에서 

PLC 국제 표준화 규격이 제정되었다. IEC에서 표준화한 PLC용 언어는 두 

개의 도형 기반언어와 두 개의 문자기반 언어 그리고 SPC로 이루어져 있다.

   ○ 도형식(graphic) 언어



- 23 -

    - LD(Ladder Diagram) : 릴레이 로직 표현 방식의 언어

    - FBD(Function Block Diagram) : 블록화한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프로그

램을 표현하는 언어

○ 문자식(text) 언어

    - IL(Instruction List) : 어셈블리 언어 형태의 언어

    - ST(Structured Text) : 파스칼 형식의 고 수준 언어

    - SFC(Sequential Function Chart) : Flow Chart와 유사한 형태로 순차적

으로 전개되는 프로그램 전개방식

   본 시스템에 사용된 PLC ladder diagram은 도형식 언어인 LD가 사용되었

다.

3. Ladder diagram에 사용된 직접변수

      직접 변수는 사용자에 의한 변수 이름과 형 등의 선언 없이 제조사에 의해 

이미 정해진 메모리 영역의 식별자와 주소를 사용한다. 직접변수에는 %I, %Q

의 입출력 변수와 %M의 내부 메모리 변수가 있다. 직접 변수는 반드시 

percent 문자(%)로 시작하고 그 뒤에 위치 접두어와 크기 접두어를 붙이며 

그리고 마침표로 분리되는 하나 이상의 부호 없는 정수 순으로 나타낸다.

   그림 16에 본 시스템 PLC에 사용된 직접변수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PLC

의 입․출력 메모리의 할당은 다음의 5가지 인자에 의한 직접변수로 결정된다.

그림 16. 직접변수의 format.

 %  I  X  0.  0.  0

   ①  ②   ③   ④    ⑤

   ① 위치 접두어 : 변수의 종류를 나타낸다.(I-입력, Q-출력)

② 크기 접두어 :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나타낸다.(X-1 bit 

크기)

③ 베이스 번호 : CPU가 장착되어 있는 베이스를 ‘0번 베이스’ 라 하며 증설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기본 베이스에 접속된 순서에 따라 베이스 번호가 증

가한다.

④ 슬론 번호 : 슬롯번호는 기본 베이스의 경우 CPU 우측이 0번이 되고 우

측으로 진행하며 번호가 1씩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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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크기 접두어 번호 :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접점들은 0번 비트부터 크기 접

두어 단위로 나누었을 때 몇 번째 크기 접두어 단위가 되는지를 나타낸다. 예

를 들면 0번 슬롯에 32점 입력 모듈이 장착되어있고, 이것을 바이트 단위로 

나누어 사용한다면 처음 8점(%IX0.0.0 ~ %IX0.0.7)은 %IB0.0.0이 되고 그 

다음 8점(%IX0.0.8 ~ %IX0.0.15)은 %IB0.0.1이 된다. 연속적으로 %IB0.0.2

가 되고 마지막 8점은 %IB0.0.3이 된다.

4. PLC 입․출력에 대한 내부 개념도

      PLC 입출력 모듈의 각 접점은 컨트롤 박스의 각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으

며, ladder diagram에 따라 각각의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17에는 감마스캐

닝 시스템에 사용된 PLC 입출력과 내부개념도를 나타내었다.

 

가. 전체구성

        PLC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및 메모리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CPU), 외부 기기와의 신호를 

연결시켜 주는 입·출력부, 각 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 그리고 PLC내

의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주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7. 감마스캐닝 시스템에 사용된 PLC 입․출력 및 내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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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LC CPU(Micro processor)

        PLC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을 해독하여 처리 내용을 실행한다. 이 절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반복되며 

모든 정보는 2진수로 처리된다. 

다. PLC의 CPU 메모리

        IC 메모리 종류에는 ROM(Read Only Memory)과 RAM(Random 

Access Memory)이 있으며 ROM은 읽기 전용으로, 메모리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고정된 정보를  써 넣는다. 이 영역의 정보는 전원이 끊어

져도 기억 내용이 보존되는 불휘발성 메모리이다. RAM은 메모리에 정보를 

수시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여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나, 전원

이 끊어지면 기억시킨 정보 내용을 상실하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그러나 필

요에 따라 RAM 영역 일부를 배터리 백업(battery back-up)에 의하여 불휘

발성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PLC의 메모리는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의 3가지로 구분된다.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는 제어하고자 하는 시스템 

규격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영역으로 제어 내용이 

프로그램 완성 전이나 완성 후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RAM이 사용된다. 프

로그램이 완성되어 고정이 되면 ROM에 써 넣어 ROM 운전을 할 수 있다.

   데이터 메모리는 입·출력 릴레이, 보조 릴레이, 타이머와 카운터의 접점 

상태 및 설정값, 현재값 등의 정보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정보가 수시로 바뀌

므로 RAM 영역이 사용된다.

   시스템 메모리는 PLC 제작 회사에서 작성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저장되

는 영역이다. 이 시스템 프로그램은 PLC의 기능이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

한 프로그램으로, PLC 제작 회사에서 직접 ROM에 써 넣는다.

라. PLC의 입·출력부

        PLC의 입·출력부는 현장의 외부 기기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한다. PLC 

내부는 DC+5(V)의 전원(TTL 레벨)을 사용하지만 입·출력부는 다른 전압 

레벨을 사용하므로 PLC 내부와 입·출력의 접속(interface)은 시스템 안정

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PLC의 입·출력부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 외부 기기와 전기적 규격이 일치해야 한다.           

   - 외부 기기로 부터의 노이즈가 CPU쪽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토 커플러(photocoupler) 사용]           

   - 외부 기기와의 접속이 용이해야 한다.

   - 입출력의 각 접점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LED 부착)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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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 기기의 상태를 검출하거나 조작 판넬을 통해 외부 장치의 움직임

을 지시하고, 출력부는 외부 기기를 움직이거나 상태를 표시한다. 입·출력

부에 접속되는 외부 기기의 예는 표 4와 같다.

표 4. PLC 입․출력부에 접속되는 외부기기

I/O 구분 부착장소 외부기기의 명칭

입력부

조작입력 제어반과 조작반

누름 버튼 스위치

선택 스위치

토글 스위치

검출입력 기계 장치

리밋 스위치

광전 스위치

근접 스위치

레벨 스위치

출력부

표시 경보출력 제어반 및 조작반
파일럿 램프

부저

구동 출력

(actuator)
기계장치

전자 밸브

전자 클러치

전자 브레이크

전자 개폐기

(1) 입력

          외부 기기로부터의 신호를 CPU의 연산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다. 입력의 종류로는 DC24[V], AC110[V] 등이 있고, 그 밖의 특수 입

력 모듈로는 아날로그 입력(A/D) 모듈, 고속 카운터(high speed 

counter) 모듈 등이 있다. 입력부 회로의 예는 아래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입력부 회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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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

          내부 연산의 결과를 외부에 접속된 전자 접촉기나 솔레노이드에 전달

하여 구동시키는 부분이다. 출력의 종류에는 릴레이 출력, 트랜지스터 출

력, SSR(Solid State Relay)출력 등이 있고 그 밖의 출력 모듈로는 아날

로그 출력(D/A) 모듈, 위치 결정 모듈 등이 있다. 트랜지스터 출력부 회

로의 예는 아래 그림 19와 같다.

5. 감마스캐닝 시스템의 Ladder diagram

      PLC는 LSI등의 전자 부품의 집합으로 릴레이 시퀀스와 같은 접점이나 코

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접점이나 코일을 연결하는 동작은 소프트웨어로 처리

되므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동작도 코일이 자기화 되면 접

점이 닫혀 회로가 활성화되는 릴레이 시퀀스와는 달리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기억시켜 놓고 순차적으로 내용을 읽어서 그 내용에 따라 동작하는 방식이다. 

PLC 제어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된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ladder diagram에 적용된 직접변수를 표 5에 나타내었다. 또한, 개발된 

ladder diagram을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그림 20에 제시한 ladder diagram

은 pc통신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ladder diagram은 부

록 4에서 자세히 제시한다. 제시된 ladder diagram 내부는 입력접점, 출력접

점 및 함수 블록(Function block)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접점마다 주석 및 

내부메모리 번지를 수록하고 있다.

      입력접점에는 a접점(항상 열린 접점)과 b접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입력접

점간의 AND 혹은 OR 연산을 통해 각 출력접점으로 연산결과가 출력된다. 

함수 블록은 입력 값들의 연산을 수행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종

류에 따라 더하기, 곱하기, 데이터 변환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Ladder 

그림 19. 출력부 회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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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작성 및 편집 소프트웨어로서 GMWIN 4.1이 사용되었으며, 컨트롤 

박스 후면부의 loader D-sub 단자를 통해 PC간 전송이 이루어진다.

     

표 5. 감마스캐너 시스템 PLC에 적용된 ladder diagram의 직접 변수

종류 직접변수 직접변수 설명문

입력변수

%IX0.1.0 이송 완료 센서

%IX0.1.1 System on

%IX0.1.2 Mode Select

%IX0.1.3 Auto Select

%IX0.1.4 Auto Stop

%IX0.1.5 CW

%IX0.1.6 CCW

%IX0.1.7 1 Step

%IX0.1.8 Home

%IX0.1.9 비상정치

%IX0.1.10 Timer Input

출력변수

%QX0.2.0 Auto start lamp

%QX0.2.1 Auto stop lamp

%QX0.2.2 CW lamp

%QX0.2.3 CCW lamp

%QX0.2.4 1 Step lamp

%QX0.2.5 Home lamp

%QX0.2.6 Timer reset

%QX0.2.7 Timer start

%QX0.2.8 Auto stop sensor

%QX0.2.9 Jog running

%QX0.2.10 Jog CCW 방향

%QX0.2.11 Ready

%QX0.2.12 속도절환

%QX0.2.13 외부 동시 기동

내부 메모리

%MW 151.0 원점이동 명령

%MW 152.0 CW run

%MW 153.0 CCW run

%MW 157.0 강제 종료

%MW 162.0 영점 설정

%MW 163.0 운전 완료

%MW 160.0 PC Step CW

%MW 161.0 PC Step 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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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감마스캐너 시스템에 적용된 ladder diagram(PC 통신부분).



- 30 -

제 3 장 Gamma Scanning 제어용 프로그램 개발

제 1 절 개발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

1. 개발 프로그램의 구조

      개발프로그램은 Visual C++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dialog box 기반

의 application frameworks의 구조이다. Project 생성 초기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 AppWizard를 사용하여 application type을 dialog based

로 선택하였다. MFC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오브젝트가 클래스로 구현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클래스 제작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으면 기반 클래스의 모든 기

능이 파생클래스로 넘어오기 때문에 MFC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음으로써 프

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직접 코딩하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게 된다[4].

 

2. 구성 프레임, 개체 및 변수

   개발프로그램의 메인 윈도우를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윈도우는 각 기능별로 7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었고 그 내용은 표 6

과 같다. 또한, 표 7에 프로그램 메인 윈도우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체별 항

목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메인 윈도우를 구성하는 개체

를 기준으로 멤버변수를 선언하였으며 그 내용을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6. 개발프로그램의 메인 윈도우를 구성하는 프레임

프레임 제목 기능 및 내용

PLC 가동 모터제어 관련 PLC 명령버튼 및 텍스트 박스

디렉토리 및 데이터 파일 작업디렉토리 설정 및 data file access

실행버튼 측정 시작, 중지, 종료 버튼

그래프 디스플레이 측정 결과값(거리-Gross count)을 그래프로 display

측정조건 입력 실험조건 설정 텍스트 창 및 스펙트럼 윈도우 확대

스펙트럼 디스플레이 검출기로 통해 측정된 감마선 스펙트럼 display

Data sheet 디스플레이 측정 결과값의 실시간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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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개발프로그램의 프레임 구조 및 개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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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발프로그램 메인윈도우를 구성하는 각 개체항목과 기능

항 목 기능

HOME  원점설정, 모터가 원점센서로 이동.

NEXT  모터가 시계방향으로 이동.

CW Off  모터가 시계방향으로 구동정지.

BCAK  모터가 반 시계방향으로 구동.

CCW Off  모터가 반 시계방향으로 구동정지.

에러 리셋  좌우 Limit Sensor 접촉 시 발생되는 에러 리셋

영점 설정  현재 거리 값을 0.0으로 설정

거리 Display 텍스트 창  현재 거리 값을 나타냄.

통신 상태 리스트 창  PC-PLC간 Data 통신 상태를 나타냄

열기  Low Data File 저장 및 Display를 위한 폴더설정.

작업폴더 경로 텍스트 창  현재 설정된 작업 폴더의 경로명을 나타냄.

적용  설정된 작업 드라이버 및 폴더를 확정함.

수정  설정된 작업 드라이버 및 폴더를 변경할 경우

파일 선택 박스  Low Data File(cnf, ss3, txt, xls)형태를 설정함

파일 List 박스  파일 선택 박스에서 설정된 파일 리스트를 보여줌.

보고서 프린터  현재 Data Sheet 창에 나타난 보고서를 출력

그래프 프린터  현재 Graph Display 창에 나타난 그래프 출력

측정조건 설정  사용자가 입력할 경우

기본값  미리 설정된 입력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적용  입력된 측정조건들을 최종 확정함

수정  최종 확정된 측정조건들을 수정할 경우

측정시작  측정시작 버튼

측정중지  측정중지 버튼

나가기  프로그램 나가기

Graph Display  측정거리와Gross Count 값을 기준으로 함

Spectrum Display  실시간 측정되는 감마스펙트럼을 나타냄

Expand On/Off Check  스펙트럼 윈도우의 확대 (윈도우 분할) on/off

Data Sheet Display  실시간 측정되는 측정데이터가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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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멤버변수

컨트롤 ID 멤버변수 타입 멤버변수 이름 기능

IDC_APPLY CButton m_Apply 측정조건 적용

IDC_BTN_CCWOFF CButton m_CCWOff 반시계 방향정지

IDC_BTN_CCWON CButton m_CCWOn 반시계 방향구동

IDC_BTN_CWOFF CButton m_CWOff 시계방향 멈춤

IDC_BTN_CWON CButton m_CWOn 시계방향 구동

IDC_BTN_GRAPHPRINT CButton m_GraphPrint 그래프 프린터

IDC_BTN_GREADPRINT CButton m_SpreadPrint 시트 프린터

IDC_BTN_ZEROSET CButton m_ZeroSet 영점설정

IDC_COMBO_FILETYPE CCombobox m_CtrlFileType 파일타입 설정

IDC_CWGRAPH1 CNiGraph m_Graph 그래프 멤버변수

IDC_DEFAULT CButton m_DefaultVaule 기본값 절정 

IDC_DEVICEACCESS1 CDeviceAccess m_Device MCA 멤버변수

IDC_DIRAPPLY CButton m_DIRApply 디렉토리 적용

IDC_DIREDIT CButton m_DIREdit 디렉토리 수정

IDC_EDIT CButton m_EditCon 측정조건 수정

IDC_EDIT_AVGCNT CString m_AvgCnt 평균값 텍스트

IDC_EDIT_AVGCNT CEdit m_Edit_AvgCnt 평균값 에디터

IDC_EDIT_ERROR CString m_Error 에러값 텍스트

IDC_EDIT_ERROR CEdit m_Edit_Error 에러값 에디터

IDC_EDIT_MEAINTERVAL CString m_MeaInterval 측정간격 텍스트

IDC_EDIT_MEAINTERVAL CEdit m_Edit_MeaInterval 측정간격 에디터

IDC_EDIT_MEANUM CString m_MeaNum 측정회수 텍스트

IDC_EDIT_MEANUM CEdit m_Edit_MeaNum 측정회수 에디터

IDC_EDIT_MEATIME CString m_MeaTime 측정시간 텍스트

IDC_EDIT_MEATIME CEdit m_Edit_MeaTime 측정시간 에디터

IDC_EDIT_ROIEND CString m_ROIEnd End ROI 텍스트

IDC_EDIT_ROIEND CEdit m_Edit_ROIEnd End ROI 에디터

IDC_EDIT_ROISTART CString m__ROIStart StartROI 텍스트

IDC_EDIT_ROISTART CEdit m_Edit_ROIStart StartROI 에디터

IDC_EDIT_SLENGTH CString m_SampleLength 심재길이 텍스트

IDC_EDIT_SLENGTH CEdit m_Edit_SampleLength 심재길이 에디터

IDC_EDIT_SNAME CString m_SampleName 심재이름 텍스트

IDC_EDIT_SNAME CEdit m_Edit_SampleName 심재이름 에디터

IDC_EDIT_STARTPOINT CString m_StartPoint 시작점 텍스트

IDC_EDIT_STARTPOINT CEdit m_CtrlStartPoint 시작점 에디터

IDC_EDIT_WKDIR CString m_DirPath 경로명 텍스트

IDC_EDIT_WKDIR CEdit m_Edit_DirPath 경로명 에디터

IDC_Error_RESET CButton m_ErrorReset PLC 에러리셋

IDC_EXIT CButton m_Exit 프로그램 나가기

IDC_EXPAND CButton m_ExpandChk 스펙트럼 확장

IDC_GOTOHOME CButton m_GoToHome 원점이동

IDC_MVC1 CMvc m_Mvc MCA 멤버변수

IDC_NOWDISTANCE CEdit m_EditNowDistance 현재거리 에디터

IDC_SFILELIST CListBox m_SFileList 데이터파일 목록

IDC_SFILEOPEN CButton m_SFileOpen 디렉토리 오픈

IDC_SPREAD1 CSpreadSheet m_Spread 시트 멤버변수

IDC_START CButton m_CtrlStart 측정시작

IDC_STOP CButton m_OperStop 측정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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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발프로그램 전체 알고리즘

     개발프로그램에 적용된 전체 알고리즘은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감

마스캐닝 실험순서에 맞춰 도식화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화

가. 다이얼로그 생성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다이얼로그가 생성되고 PLC-PC간 Rs-232통

신이 이루어진다. 또한 MCA 측정을 위한 Data source 연결 작업이 이루

어진다. 그림 23에 다이얼로그 생성과 초기화에 관계된 함수에 따른 알고

리즘을 나타내었다. 프로그램이 실행됨과 동시에 OninitDialog() 함수가 호

출된다. OninitDialog() 함수는 PC-PLC간 Rs-232통신을 위한 port 초기

화, MCA 측정을 위한 Data source 연결, PLC 현재 거리값 읽기 함수와 

측정중지를 위한 Flag 변수(m_Stop)의 초기화로 구성 되어있다.

  OnShowWindow 함수는 OninitDialog()함수와는 달리 윈도우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면 적용되는 함수로서, 여기에는 메인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디렉토리 및 데이터 파일정보 프레임내의 파일 종류 결정을 위한 drop 

down 목록 리스트를 결정하였다. Drop down 목록 리스트에는 파일의 종

류에 따라 cnf, ss3, txt, xls로 작성하였다. 또한 개체 비활성화로서 디렉

토리 및 데이터 파일정보 프레임에서 수정버튼, 측정조건 설정 프레임에서 

측정조건 텍스트 박스들, 실행버튼 프레임에서 측정시작 버튼을 비활성화 

하였다.

나. 원점 이동 및 Zero setting

        프로그램 메인 윈도우상의 'Home' 버튼을 클릭하여 원점이동을 실시한

다. 원점이동은 핵연료심재 이송용 cart를 home sensor 쪽으로 이동시키

는 역할을 한다. 검출기와 이송용 cart사이의 기하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정

렬을 실시하여 영점 버튼을 클릭한다. 영점설정이 완료되면 PLC의 현재 거

리값이 0.0 mm로 초기화되고 현재 거리값 디스플레이 텍스트 창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림 24에 원점이동 및 영점설정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의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프로그램 윈도우상의 'Home' 버튼을 

클릭하면 OnGotohome()의 사용자 함수가 호출되고 이 함수 내부에서 다

시 PLCSPointMoving(), PLCMovingCheck(), PLCReadDistance()의 사용

자 정의함수가 호출된다. PLCSPointMoving()함수는 PLC 접점 1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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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개발프로그램의 전체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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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On시켜 cart가 원점센서를 터치할 때까지 모터를 구동하는 역할을 한

다. 모터가 구동하고 있는 동안 PLCMovingCheck()함수를 호출하여 모터

이동이 완료될 때까지 무한루프를 돌게 한다. 무한루프를 빠져나오면 모터

의 구동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때 모터가 움직인 거리를 읽어 텍스트 창

에 입력한다. 원점에 이동하더라도 미세조정이나 다른 충격에 의해 원점에

서 벗어난 경우 영점설정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리 디스플레이 텍스트 창

이 0.0으로 초기화된다. 영점설정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OnBtnZeroset()함수가 호출되며 이어서 움직인 거리 읽기 함수인 

PLCReadDistance()가 다시 호출된다

그림 23. 다이얼로그 생성 및 초기화에 대한 함수별 알고리즘.

그림 24. 원점 이동 및 영점 설정에 대한 함수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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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환경 설정

가. 작업 디렉토리의 설정

         작업 디렉토리 및 데이터 파일 정보 프레임에서 열기버튼을 클릭하여 

디렉토리 지정을 위한 browser를 띄운다. Browser 또는 텍스트 입력을 통

해 설정된 작업 디렉토리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결

정된 디렉토리를 수정할 경우가 발생하면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디렉토

리를 결정한다.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

그램 내부적으로 OnSFileOpen()함수가 호출되며 디렉토리 지정을 위한 

browser가 생성된다. 작업 디렉토리 설정에 관한 함수별 알고리즘을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Browser에서 사용자가 마우스로 지정한 디렉토리의 전

체 경로명을 얻어 m_DirPath에 대입한다. 그림 25에 열기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성되는 browser를 나타내었다. 

그림 25. 작업디렉토리 설정을 위한 Browser.

        설정된 디렉토리를 확정하기 위해 디렉토리 및 데이터 파일정보 내의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OnApply()함수가 호출된다. 

호출됨과 동시에 측정조건 설정 프레임에 있는 측정조건 텍스트 창들이 모

두 활성화된다. 또한 파일리스트 창을 검색하여 파일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모두 지우고 파일경로명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경로명과 m_Dirpath에 들

어있는 경로명을 비교한다. 만약, WKDir 변수와 m_Dirpath 변수에 입력된 

값이 같지 않다면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경로명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경

우이므로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텍스트 창에 입력된 경로명을 그

대로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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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작업 디렉토리 설정에 관한 함수별 알고리즘. 

나. 측정조건의 입력

        앞서 작업 디렉토리를 결정하면 측정조건 설정 및 스펙트럼 윈도우 프

레임 내의 텍스트 박스 및 버튼들이 활성화 된다. 활성화된 텍스트 박스에 

측정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미리 설정한 값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사용자

가 직접 키보드를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설정된 측정조건 또한 작업디렉토

리 설정과 마찬가지로 적용버튼을 눌러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아울러 수정

해야할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측정조건들을 기입한다.

        그림 27에 작업 디렉토리 설정 후 측정조건 설정 프레임내의 개체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성화되는 

개체들은 대부분 텍스트 박스이며, 활성화된 이후 텍스트 박스에 값을 기입

할 수가 있다. 

그림 27. 작업디렉토리 설정 후 측정조건 입력창이 활성화 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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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조건 입력에 관한 함수별 알고리즘을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측정

조건 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키보드 직접 입력방식과 기본값 자동입력 방식

이 있다. 기본값 자동입력방식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미리 설정된 값을 그대

로 텍스트 박스로 옮기는 방식이다. 통상 일반적인 실험의 경우 측정조건들

의 대부분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값 자동입력방식은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입력된 기본값을 바탕으로 수정도 가능하므로 

훨씬 편리하다.

그림 28. 측정조건 입력에 관한 함수별 알고리즘.

        측정조건을 확정하고자 측정조건 설정 프레임에서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측정조건이 기입된 텍스트 박스들은 다시 비활성화 되고 어떤 값도 입력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아울러 실행버튼프레임내의 측정시작 버튼이 활성

화된다. 확정된 측정조건을 수정하고자할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측정조

건이 기입된 텍스트 박스들이 다시 활성화 되고 값의 입력이 가능해진다. 

그림 29에 측정조건 입력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 박스들과 버튼

을 비활성화 시키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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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측정조건 입력 후 ‘적용’ 버튼을 눌러 비활성화 되는 과정.

3. 측정시작

가. 변수선언 및 초기화

        측정조건의 입력을 완료하고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실행버튼 프레임 내

의 측정시작 버튼이 활성화 된다. 측정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변수선언

과 선언된 변수의 초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실행버튼 프레임의 측정 중지 

버튼과 나기기 버튼을 제외한 모든 개체들이 비활성화 된다. 측정시작과 함

께 로컬 변수들이 선언되고 값이 입력된다. 측정조건 설정 프레임 내에서 

텍스트 박스에 입력했던 측정조건 값들이 각각 입력되어진다. 이때, 각 값

들은 문자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에 값을 입력할 때는 문자열

을 정수 형태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그림 30에는 측정시작과 동시에 

OnStart() 사용자 정의함수가 호출되면서 변수선언, 선언된 변수에 값이 입

력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행버튼 프레임

에서 ‘측정시작’ 버튼을 누르면 OnStart()의 사용자 함수가 호출된다.

 

그림 30. OnStart()사용자 정의함수내의 변수선언 및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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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ata sheet 입력함수 불러오기

        측정조건 설정 프레임 내에서 입력되어진 측정조건에 대한 값들은 그대

로 data sheet 윈도우 프레임내의 data sheet에 입력되어진다. 이때, 각 

값들은 문자열의 형태를 가지므로 변환 없이 입력된다. 그림 31에 Data 

sheet에 값이 입력되는 과정을 예로서 나타내었다. 각 셀의 행과 열을 기

준으로 위치에 맞게 입력한다.

 

그림 31. Data Sheet 입력과정.

다. 그래프 변수, 크기선언

        그림 32과 같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변수가 선언된다. 변수타입은 

CNiReal64Vector이며, 크기는 핵연료심재 길이만큼 설정한다.

그림 32. Graph에 대한 변수 선언.

라. 그래프 지우기, 그래프 변수 배열할당 및 값 입력

        그래프를 그리기 전 그래프 윈도우상의 데이터들을 모두 지우는 작업을 

수행한다. 다음 평균, 최대, 최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배열을 만들고 핵

연료심재 길이만큼 for-문을 사용하여 값을 입력한다. 평균, 최대, 최소값

은 x값의 변화에 대해 동일한 값을 가진다. 여기서, 평균값은 표준핵연료심

재를 통해 측정한 값으로 관심 피크영역(ROI)의 총 계수값(Gross count)이

다.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8.5%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설정한다. 그림 33

에 그래프 지우기 및 그래프 변수배열에 for 문을 이용해 값을 입력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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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그래프 변수 배열에 값 입력.

마. 그래프 y축 범위의 설정 및 그래프 그리기

        그림 34과 같이 그래프 y축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평균값에 대해 상

하 50% margin을 주었다. 다음으로 앞서 값이 입력된 배열을 가지고 그래

프 그리기를 한다. 그래프 그리기가 종료되면 아래 그림 35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디스플레이 된다. 

그림 34. 그래프 y축의 범위 설정 및 평균,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기.

그림 35 최대, 최소, 평균값 그래프 그리기

최대값 그래프

최소값 그래프

평균값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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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CA 측정

가. MCA 측정 및 Low data file 저장

        앞서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알고리즘이 수행된 후 For-반복문이 수행된

다. For-반복문은 MCA 측정부터 실시되며, 측정데이터를 data sheet에 

삽입, 모터 구동의 순으로 측정회수만큼 반복된다. 마지막 측정의 경우 즉 

loop의 변수(int i)가 측정회수 변수(int MeaNum)와 같아지면 MCA 측정만 

실행하고 loop 문을 빠져나온다. 그림 36에 측정 반복문과 MCA 측정에 

관련된 함수별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MCA의 측정은 프로그램 내부적으

로 MCAAcquireStart(i, MeaTime, ROIStart, ROIEnd, PeakCursor)의 사

용자 함수를 호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MCA Memory를 지운다.

② MCA 측정조건을 설정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값은 측정조건에서 선

언된 MeaTime 뿐이다.

③ U-235 Peak area(755~767채널)값을 ROI에 적용하고 Peak 

cursor의 위치를 ROI 중심에 위치시킨다. ROI 값은 ROI 시작값과 

ROI 종료값으로 표현되며, 각각은 스펙트럼의 channel 값으로 long

형의 자료형을 가진다. ROI 값이 설정되면 ROI 구간사이의 계수값

은 다른 계수값과 구분되도록 붉은색으로 마크된다.

④ MCA 측정을 시작한다. MCA의 측정은 m_Device, m_MVC의 멤버

함수인 AcquireStart()함수로서 실행된다.

⑤ MCA 측정시작이 이루어진 후 loop 문을 이용하여 MCA 현재 상태

(m_Device.AnalyzerStatus)를 체크한다. 만약 측정 중인 경우

(Busy) 계속 무한루프를 돌린다. 또한 m_Stop 버튼이 클릭된 상태

인지를 확인하여 클릭되었으면 측정중지 버튼을 클릭한 경우이므로 

측정을 중단하고 loop문을 나간다. 측정이 완료(Not busy)되면 측

정일시를 불러와서 data sheet에 입력한다.

        한번의 MCA 측정이 종료되면 2개의 low data가 생성되고, 앞서 설정

한 작업 디렉토리 내에 저장된다. Low data file 중에서 확장자가 cnf인 

파일은 스펙트럼 파일로써 측정완료 후 전체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 또한, 확장자가 txt인 텍스트 파일은 스펙트럼 파

일인 cnf 파일을 export한 파일로써 각 채널당 계수치를 텍스트의 형태로 

보여준다. 이는 특정영역(특히, U-235 Peak area)에 대한 Gross count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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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MCA 측정에 대한 함수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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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ross count 산출

        스펙트럼 파일(확장자가 cnf)로부터 export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특

정채널의 Gross count 값을 계산한다. 측정조건에서 입력된 ROIStart 값과 

ROIEnd 값을 기준으로 그 사이 채널에 있는 모든 계수값을 합산한다. 그

림 37에 gross count 계산을 위한 사용자 정의함수 CalTorCnt(i, 

TxtPath)에 대한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먼저 파일입력을 위한 변수로서 

FILE형 포인터 변수 in을 선언하고, 파일로부터 읽은 값을 저장하기 위한 

문자형 배열들을 선언하였다. while-문을 이용해 파일을 한줄 씩 입력받는

다. 입력받은 값 중 channel 값이 ROIStart 값과 같을 경우 그 이후부터 

Readcount 값에 count값을 입력한다. 또한 입력된 Readcount 값은 Total 

변수에 계속 누적하여 입력한다. channel 값이 ROIEnd 값보다 크게 될 경

우 while-문 빠져나오고 입력을 위해 열었던 파일을 닫는다.

그림 37. Gross count 계산을 위한 함수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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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리 대 Gross count 그래프 그리기

        MCA 측정에 관한 사용자 함수가 완료되면 Gross count값이 산출되므

로 현재 거리값과 Gross count 값을 이용해 그래프를 그린다. 

XData[i-1], GrossData[i-1]이라는 배열을 할당하고 PlotXvsY(XData, 

GrossData)라는 함수를 이용한다. 여기서 반복문의 변수 i 값에 따라 배열

이 할당되고 값이 입력되어지므로 실시간 그래프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림 38에 거리-Gross count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나타내었

다.

그림 38. 현재 거리값-Gross count 그래프 그리기 

알고리즘.

라. 거리 설정값에 따른 스텝 모터 구동

        MCA의 측정이 완료되면 측정조건에서 입력된 거리값을 PLC 거리단위

에 맞춰 변환하여 interval 변수에 입력한다. Interval 변수에 입력되어진 

값은 PLC 메모리에 기록되며, 그 값에 따라 스텝모터가 One step 이동한

다. loop 문을 이용하여 이동 체크명령어를 PLC에 계속 전송한다. PLC 응

답값의 마지막 문자열이 0이 되면 이동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loop 문을 빠

져나간다. 그림 39에 측정간격 값을 입력받아 PLC 메모리에 쓰고 모터구

동 및 거리읽기까지의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그림 39. 스텝 모터 구동함수에 따른 알

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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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결과 보고

      MCA 측정종료 후 거리-Gross count 그래프 그리기가 완료되고 나면 반

복문 변수 i와 측정회수(MeaNum)를 비교하여 for 반복문의 종료를 결정한

다. 변수 i가 측정회수변수 MeaNum와 같아지게 되면 마지막 측정임을 나타

내는데 이때, MCA 측정만 이루어지고 모터 구동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

복문을 빠져나오면 그동안 측정했던 Data들을 통합한 리포트 파일들이 저장

된다. 리포트 파일은 data sheet를 저장한 파일로서 크게 3가지 종류이며, 확

장자가 각각 ss3, xls, txt이다. ss3 파일은 data sheet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에서만 읽을 수 있는 파일이다. 따라서 Far point 사의 Spread 3.0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반면, xls의 확장자를 가진 엑셀파일은 ss3파일을 excel 파일로 

export한 경우로서 Ms office excel 프로그램에서 access 할 수 있다. 또한 

txt의 확장자를 가진 텍스트 파일은 ss3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export한 파일

로서 일반 메모장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림 40에 OnStart() 사용자 정의

함수 내의 For-반복문 전체를 나타내었다. 

그림 40. For-반복문 전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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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발프로그램의 성능평가

제 1 절 하나로 핵연료심재 대상 감마스캐닝 Test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하나로 핵연료심재를 대상으로 감마스캐닝 실험을 실시

하였다. 핵연료심재 길이는 700 mm이며, 25 mm 씩 총 28번의 측정을 실시하

였다. 구간마다 측정시간은 50초로 설정하고 MCA 스펙트럼 윈도우상에 U-235

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Peak area(756 ~767 채널)의 총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림 41에 한 구간의 측정이 종료된 후  스펙트럼 윈도우 상에 기록된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1 채널(185.6 keV)에서 피크 최대

점이 나타났고 ROI 값으로 설정한 756 ~ 767 채널 상에 U-235에 의한 감마선 

peak area(붉은색)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감마스캐닝의 전체 측정결과를 표 9와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그림 42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준핵연료심재의 평균 계수값을 중심으로 허용오차(±8.5%) 범

위 내에서 균질하게 측정되었다. 

그림 41. 한 측정구간의 측정이 종료된 후 감마스펙트럼.

756 Ch. 767 Ch.

U-235 γ peak(185.6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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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하나로 핵연료심재 대상 감마스캐닝 실험 결과

Nuclear Rod Num. : 510-19R3 Nuclear rod length(mm) : 700.0

Mea. Interval(mm) : 25.0 Mea. Number : 28

Mea. Time(s) : 50 Delay Time(s) : 13

ROI Start : 756 ROI End : 767

Average count : 17457 Error(%) : 8.5

Number Length(mm) Date / Time Gross Count Comment

1 25.0 2005-08-17  1:47:07 PM 17748 Acceptance

2 50.0 2005-08-17  1:48:07 PM 17910 Acceptance

3 75.0 2005-08-17  1:49:07 PM 17812 Acceptance

4 100.0 2005-08-17  1:50:07 PM 17733 Acceptance

5 125.0 2005-08-17  1:51:09 PM 17940 Acceptance

6 150.0 2005-08-17  1:52:11 PM 17973 Acceptance

7 175.0 2005-08-17  1:53:12 PM 17734 Acceptance

8 200.0 2005-08-17  1:54:14 PM 17970 Acceptance

9 225.0 2005-08-17  1:55:16 PM 17702 Acceptance

10 250.0 2005-08-17  1:56:21 PM 17888 Acceptance

11 275.0 2005-08-17  1:57:26 PM 17755 Acceptance

12 300.0 2005-08-17  1:58:31 PM 17701 Acceptance

13 325.0 2005-08-17  1:59:35 PM 17658 Acceptance

14 350.0 2005-08-17  2:00:39 PM 17905 Acceptance

15 375.0 2005-08-17  2:01:44 PM 17934 Acceptance

16 400.0 2005-08-17  2:02:48 PM 17600 Acceptance

17 425.0 2005-08-17  2:03:53 PM 17830 Acceptance

18 450.0 2005-08-17  2:04:57 PM 17798 Acceptance

19 475.0 2005-08-17  2:06:01 PM 17919 Acceptance

20 500.0 2005-08-17  2:07:06 PM 17721 Acceptance

21 525.0 2005-08-17  2:08:10 PM 18112 Acceptance

22 550.0 2005-08-17  2:09:15 PM 17815 Acceptance

23 575.0 2005-08-17  2:10:19 PM 18006 Acceptance

24 600.0 2005-08-17  2:11:24 PM 18025 Acceptance

25 625.0 2005-08-17  2:12:29 PM 17820 Acceptance

26 650.0 2005-08-17  2:13:33 PM 17806 Acceptance

27 675.0 2005-08-17  2:14:38 PM 17591 Acceptance

28 700.0 2005-08-17  2:15:42 PM 17723 Acceptance

Average (count) 17826

Standard deviation (count)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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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하나로 핵연료심재를 대상으로 감마스캐닝 실험한 결과그래프.

제 2 절 리포트 파일의 호환성

   핵연료심재에 대한 감마스캐닝을 수행하고 나면 리포트 파일이 생성․저장된

다. 리포트 파일은 확장자가 ss3를 가진 data sheet 파일과 ss3파일을 export

한 excel 파일이다. 보통 리포트 파일은 측정종료 후 프로그램 메인 윈도우 디

렉토리 및 데이터파일 정보 프레임 밑에 있는 보고서 프린터 버튼을 클릭함으로

써 바로 일정한 포맷의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는 data sheet 윈도우 프레

임에 나타난 data sheet를 응용하여 프린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ss3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본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리포트 파일도 출력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범용적인 파

일형태인 excel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하였다. 따라서 개발 프로그램이 없더

라도 측정파일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측정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3은 핵연료심재 측정이 완료된 후 data sheet 윈도우 프레임 내에 

data sheet에 측정결과가 입력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4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업디렉토리에 저장된 엑셀파일을 열어본 결과, 그림 43에서 data sheet에 입

력되었던 결과가 오류 없이 엑셀 sheet로 입력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43. 측정종료 후 개발프로그램 data sheet에 입력된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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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측정종료 후 작업디렉토리에 저장된 리포트 파일.

제 3 절 Delay Time 분석

   핵연료심재를 대상으로 감마스캐닝 실험을 실시하여 측정 간격간 딜레이 타

임을 분석하였다. 측정시간은 50초이므로 측정시간을 제외한 모터이동시간 및 

MCA 측정 시작 전․후의 딜레이 타임이 전체 시스템의 딜레이 타임을 대표한다. 

따라서 측정 data sheet에 기록된 측정일시를 분석하여 딜레이 타임을 분석했

다. 표 10에는 측정구간 마다 실험일시를 기록하여 두 구간 사이의 차이를 나타

내고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분석한 결과, 측정시간을 제외한 딜레이 타임이 평

균 13.52 초로 측정되었고 1.72초의 표준편차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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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측정일시를 분석을 통한 딜레이 타임 산출

No. Date / Time Diff.
Delay time

(s)

1 2005-08-17  1:47:07 PM

2 2005-08-17  1:48:07 PM 0:01:00 10

3 2005-08-17  1:49:07 PM 0:01:00 10

4 2005-08-17  1:50:07 PM 0:01:00 10

5 2005-08-17  1:51:09 PM 0:01:02 12

6 2005-08-17  1:52:11 PM 0:01:02 12

7 2005-08-17  1:53:12 PM 0:01:01 11

8 2005-08-17  1:54:14 PM 0:01:02 12

9 2005-08-17  1:55:16 PM 0:01:02 12

10 2005-08-17  1:56:21 PM 0:01:05 15

11 2005-08-17  1:57:26 PM 0:01:05 15

12 2005-08-17  1:58:31 PM 0:01:05 15

13 2005-08-17  1:59:35 PM 0:01:04 14

14 2005-08-17  2:00:39 PM 0:01:04 14

15 2005-08-17  2:01:44 PM 0:01:05 15

16 2005-08-17  2:02:48 PM 0:01:04 14

17 2005-08-17  2:03:53 PM 0:01:05 15

18 2005-08-17  2:04:57 PM 0:01:04 14

19 2005-08-17  2:06:01 PM 0:01:04 14

20 2005-08-17  2:07:06 PM 0:01:05 15

21 2005-08-17  2:08:10 PM 0:01:04 14

22 2005-08-17  2:09:15 PM 0:01:05 15

23 2005-08-17  2:10:19 PM 0:01:04 14

24 2005-08-17  2:11:24 PM 0:01:05 15

25 2005-08-17  2:12:29 PM 0:01:05 15

26 2005-08-17  2:13:33 PM 0:01:04 14

27 2005-08-17  2:14:38 PM 0:01:05 15

28 2005-08-17  2:15:42 PM 0:01:04 14

Average (s) 13.52 

Standard dev. (s)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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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Delay time의 성분분석 및 기존 프로그램과의 비교

항목

개발 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

Delay Time

(s)
세부내용

Delay Time

(s)
세부내용

모터 이동 2 s 2.5 cm 이동시간 2 s 2.5 cm 이동

거리 셋팅, 이동,

이동완료 체크, 

읽기

1 s

프로그램 내부에 

입력한 Delay Time 

총합

12 s

PC 입력 대기시간

14 s = 2 s  + 12 s

(모터이동 및

MCA Delay)

MCA 초기화 및 

시작
2 s

MCA 자체의 Delay 

(Memory 초기화)

3 s

확인 불가

(MCA 나머지 

Delay로 판단됨)MCA 종료, 

파일저장

데이터 처리

7 s

MCA 자체의 Delay

(MCA 스펙트럼을 

cnf, txt 파일로 

전환, ...) 

Total 11 s

50 s 측정시간 기준 

(Dead Time 

고려하지 않음)

17 s

50 s 측정시간 기준

(Dead Time 

고려하지 않음)

Total

(측정보고서 

기준)

 평균 13 s 평균 18 s

   개발 프로그램의 딜레이 타임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와 기존 프로그램 결과와

의 비교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터 이동시간은 2초

로서 개발 프로그램이나 기존 프로그램 별 차이가 없었다. 프로그램 내부에 부여

된 딜레이 타임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의 source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단할 

수 없었다.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는 프로그램 코딩 상에 측정구간에 해당하는 영

역에 부여된 총 딜레이 타임을 산출한 결과 1초로 관측되었다.   

이는 전체 딜레이 타임의 7% 정도에 해당하므로 크게 기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MCA에 관련한 딜레이 타임을 분석한 결과 딜레이 타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MCA device 자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제조사

(Canberra)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MCA에 관련된 딜레이 타임은 9초로서 전체 

딜레이 타임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MCA 측정시작 부분 보다는 측정종료부

분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MCA 측정종료 부

분에 MCA Device에 접근하여 많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근거이며, 수행하

는 작업은 MCA 종료, low data file의 저장, 데이터 처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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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계획

     감마스캐닝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재구성을 통해 통합 제어용 윈도우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하나로 핵연료심재를 대상으로 개발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정적인 프로그램 performance를 보여주었다. 또한, 측정

간 실시간 감마선 스펙트럼의 디스플레이 및 low data file 저장을 확인하였다.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준핵연료심재를 통해 측정한 U-235 평균 peak area

  (Gross count)를 기준으로 오차범위 ±8.5% 내에서 각 측정구간마다 균질한 측

정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감마스캐닝 실험환경에 

최적화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측정종료 후 저장되는 보고서 파일 중 data sheet로부터 export된 엑셀파일

은 Microsoft Office Excel 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data sheet의 셀 크기가 엑셀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2차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였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ata sheet에 입력된 측정일시를 기준으로 딜레이 타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3초로 나타났다. 딜레이 타임의 성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프로그램

과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 딜레이 타임성분을 분석하기 전 딜

레이 타임에 가장 큰 기여분은 모터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

나 예상과 달리 MCA 구동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하였으

며, 이는 개발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또한 이는 

MCA 제어와 관련하여 사용한 Programming Library에서 인용한 함수내의 딜레

이 타임과 MCA Device 자체 딜레이 타임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감마스캐닝 실험에 이용하면서 개선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한 실험장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 소스를 Class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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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프로그램 소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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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다이얼로그 생성 및 초기화 [OnInitDialog()]

그림 A1. 다이얼로그 초기화 함수.

BOOL CRChatDlg::OnInitDialog()

{

m_Comm.m_hCommWnd = m_hWnd;

if(!m_Comm.OpenPort("COM1", CBR_19200, 0)){ Port 열기를 실패하면 

AfxMessageBox("Error Port Initialization"); 에러 메세지 

m_Exit.EnableWindow(TRUE); 나가기 버튼을 활성화

}

else{

m_CWChat.EnableWindow(TRUE); 통신이력 텍스창 활성화

m_Exit.EnableWindow(TRUE); 나가기 버튼을 활성화

}

m_bmpGoToHome.LoadBitmap(IDB_GO_HOME); 원점이동 버튼에 그림로딩

m_GoToHome.SetBitmap(m_bmpGoToHome);

m_bmpCWOn.LoadBitmap(IDB_CW_ON); 시계방향구동버튼 그림로딩

m_CWOn.SetBitmap(m_bmpCWOn);

m_bmpCCWOn.LoadBitmap(IDB_CCW_ON); 반시계방향구동버튼에 그림을 로딩

m_CCWOn.SetBitmap(m_bmpCCWOn);

m_Device.Connect("DET01",512,4,0,0); DET01 Datasource 열기

m_Mvc.Open ("DET01",512,4,0,0);

PLCReadDistance(); 현재 PLC 거리값 읽기

m_Stop=false; Flag 변수 m_Stop 초기화 무한 루프 중 루프를 빠져나가기 위함

UpdateData(FALSE); 설정한 Data들을 윈도우에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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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원점이동[OnGotohome()] - PLC 원점이동[PLCSPointMoving()]

그림 A2. 원점이동 메시지 핸들러 함수와 PLC 원점이동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OnGotohome() 원점이동 버튼 클릭

{

PLCSPointMoving(); PLC 원점이동 명령주기

Sleep(200); 딜레이타임 0.2 초

PLCMovingCheck(); PLC 이동완료 체크하기

Sleep(200); 딜레이타임 0.2 초

PLCReadDistance(); PLC 거리읽기 명령주기

}

void CRChatDlg::PLCSPointMoving() PLC 원점이동 명령함수

{

CString W; PLC에 전달할 변수 선언

W=(CString)ENQ+"00"+"WSB"+"06"+"%MW151"+"01"+"0000"+(CString)EOT;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MW151번지에 0

Sleep(100);

W=(CString)ENQ+"00"+"WSB"+"06"+"%MW151"+"01"+"0001"+(CString)EOT;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MW151번지에 1

Sleep(100);

W=(CString)ENQ+"00"+"WSB"+"06" +"%MW151"+"01"+"0000"+(CString)EOT;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MW151번지에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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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원점이동[OnGotohome()] - 모터이동 체크[PLCMovingCheck()]

그림 A3. 모터이동 체크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PLCMovingCheck() 모터이동 체크함수

{

CString W; PLC에 전달할 변수 선언

W = (CString)ENQ + "00" + "RSB" + "06" + "%MW102"+"01"+(CString)EOT; %MW102번지에 1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 모터이동 체크 값 리턴

Sleep(150);

do

{

DoEvents();

if(m_Stop) Stop 버튼이 눌러졌으면

break; 프로그램 나가기

if(WaitFor1){ PLC->PC 리딩값이 1이면

 W= (CString)ENQ + "00" + "RSB" + "06" + "%MW102"+"01"+(CString)EOT; 다시 102번지 읽기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Sleep(150);

}

else{ 리딩값이 0이면 이동완료이므로 

break; loop 나가기

}

}while(WaitFor1); 리딩값이 1인 동안 계속 무한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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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영점설정[OnBtnZeroset()] - PLC 영점설정[PLCZeroSetting()] - PLC 거리읽기[PLCReadDistance()]

그림 A4. 영점설정 메시지 핸들러 함수와 PLC 영점설정 및 거리읽기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OnBtnZeroset() 영점설정 버튼 클릭

{

PLCZeroSetting(); PLC 영점설정 함수 불러오기

Sleep(500); 딜레이 타임 0.5 초

PLCReadDistance(); PLC 거리읽기

}

void CRChatDlg::PLCZeroSetting() PLC 영점설정 함수

{

CString W; PLC에 전달할 문자열 변수 선언

W= (CString)ENQ + "00" + "WSB" + "06" + "%MW162" + "01" + "0000" + (CString)EOT;

m_Comm.WriteComm((BYTE*)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MW160 번지에 0

Sleep(100);

W = (CString)ENQ + "00" + "WSB" + "06" + "%MW162" + "01" + "0001" + (CString)EOT;

m_Comm.WriteComm((BYTE*)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MW160 번지에 1

Sleep(100);

}

void CRChatDlg::PLCReadDistance() PLC 거리읽기 함수

{

CString W;

W = PLC_Memory_Read("%MW101"); %MW101번지 값 읽어오기

m_Comm.WriteComm((BYTE*)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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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작업디렉토리 열기[OnSFileOpen()]

그림 A5. 작업디렉토리 열기에 대한 메시지 핸들러 함수.

void CRChatDlg::OnSFileOpen() 

{

int c=0; m_DirPath="  "; 변수초기화

memset(WKDir, 0, sizeof(char) * MAX_PATH); 배열초기화

UpdateData(false); 변수에 값을 반영

LPITEMIDLIST pidlBrowse; BROWSEINFO BRinfo;

BRinfo.hwndOwner=m_hWnd; 부모 윈도우의 핸들

BRinfo.pidlRoot=NULL; 브라우져를 생성하기위한

BRinfo.pszDisplayName = WKDir; 기본적인 문법들

BRinfo.lpszTitle = "디렉토리를 선택하세요"; BRinfo.ulFlags = BIF_RETURNONLYFSDIRS;

BRinfo.lpfn = NULL; BRinfo.lParam = 0;

pidlBrowse = SHBrowseForFolder(&BRinfo); 다이얼로그를 띄운다.

if( pidlBrowse != NULL){ 브라우즈가 Null이 아니면 

SHGetPathFromIDList(pidlBrowse, WKDir);} 패스를 얻어온다. 

m_DirPath=WKDir; m_DirPath에 대입

UpdateData(false); 변수에 값을 반영

c=m_SFileList.GetCount(); 파일목록 창에서 파일을 계수

if(c=true){ 만약 파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m_SFileList.ResetContent();} 목록 창을 비우고

GetSFile(WKDir); GetSFile()함수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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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 작업디렉토리 열기[OnSFileOpen()] - 파일목록 얻어오기[GetSFile(WKDir)]

그림 A6. 파일정보를 얻기 위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GetSFile(CString AllSFile)

{

CFileFind ff; CString fPath, Path;

if(m_DirPath==""){ 위에서 디렉토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AfxMessageBox("디렉토리를 선택해 주세요!"); 에러 메세지 출력

m_SFileOpen.EnableWindow(true); } Open 버튼 활성화

else{

AllSFile=m_DirPath; 설정된 디렉토리 경로명을 변수에 대입

if(m_ctrlFileType.GetCurSel()==0) AllSFile+="₩₩*.CNF"; 드랍다운 목록에 따른 파일

else if(m_ctrlFileType.GetCurSel()==1) AllSFile+="₩₩*.SS3"; SS3 확장자를 가진 파일

else if(m_ctrlFileType.GetCurSel()==2) AllSFile+="₩₩*.txt"; 텍스트 파일

else if(m_ctrlFileType.GetCurSel()==3) AllSFile+="₩₩*.xls"; 엑셀파일

else AllSFile+="₩₩*.CNF"; 스펙트럼 파일

fPath.Format(AllSFile, Path); 여기에 파일에 있는 경로를 주고

BOOL fFlag = TRUE;

if (ff.FindFile(fPath) == TRUE ){

while(fFlag == TRUE){

DoEvents();

fFlag = ff.FindNextFile(); 파일이 하나 이상인지 확인.

CString Path3 = ff.GetFilePath(); Path3 변수에 얻은 파일 경로명 입력

m_SFileList.AddString (Path3); 파일리스트를 추가

Path3.ReleaseBuffer(-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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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작업디렉토리 결정[OnDirapply()]

그림 A7. 작업디렉토리 결정을 위한 메시지 핸들러 함수내의 개체 활성화 부분.

void CRChatDlg::OnDirapply()  작업디렉토리의 결정을 위해 적용버튼을 클릭할 경우 

{

UpdateData(true); 작업디렉토리변수에 값 입력

m_SFileOpen.EnableWindow(false); 열기 비활성화

m_DIREdit.EnableWindow(true); 수정 버튼 활성화

m_DIRApply.EnableWindow(false); 적용 버튼 비활성화

m_Apply.EnableWindow(true); 적용 버튼 활성화(측정조건 프레임)

m_Edit_SampleName.EnableWindow(true); Sample Name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SampleLength.EnableWindow(true); Sample Length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MeaInterval.EnableWindow(true); 측정간격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MeaNum.EnableWindow(true); 측정회수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MeaTime.EnableWindow(true); 측정시간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ROIStart.EnableWindow(true); Start ROI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ROIEnd.EnableWindow(true); End ROI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AvgCnt.EnableWindow(true); 평균 계수값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Error.EnableWindow(true); 허용오차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DefaultValue.EnableWindow(true); 기본값 설정 버튼 활성화

m_EditCon.EnableWindow(true); 수정 버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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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 작업디렉토리 결정[OnDirapply()]

그림 A8. 작업디렉토리 결정을 위한 메시지 핸들러 함수.

int c=0;

c=m_SFileList.GetCount(); 파일리스트 목록 창의 리스트를 계수

if(c=true) 파일리스트 목록 창에 리스트가 있으면

   m_SFileList.ResetContent(); 파일리스트 목록을 리셋

if (WKDir!=m_DirPath){ 지정된 디렉토리명에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텍스트 박스에 경로명을 추가한 경우

   CreateDirectory(m_DirPath,NULL); 새로운 디렉토리 생성

   GetSFile(m_DirPath);   파일목록을 얻어오기

   m_SFileList.EnableWindow(false);  파일목록 리스트 박스에 입력하기

}

else{

   GetSFile(WKDir);   지정된 디렉토리명일 경우

   m_SFileList.EnableWindow(false); 파일리스트 박스에 입력하기

}

}

A6. 작업디렉토리의 수정[OnDiredit()]

그림 A9. 작업디렉토리를 수정할 경우 활성화되는 개체.

   m_SFileOpen.EnableWindow(true); 디렉토리 지정을 위한 Open 버튼 활성화

   m_Edit_DirPath.EnableWindow(true); 디렉토리 경로명 텍스창 활성화

   m_SFileList.EnableWindow(true); 파일 리스트 창 활성화

   m_DIRApply.EnableWindow(true); 디렉토리 결정을 위한 Apply 버튼 활성화

   m_DIREdit.EnableWindow(false); 디렉토리 수정을 위한 Edit 버튼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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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1. 작업디렉토리의 수정[OnDiredit()]

그림 A10. 작업디렉토리 수정을 위한 메시지 핸들러 함수 내에서 비활성화 개체.

void CRChatDlg::OnDiredit() 적용된 작업디렉토리 파일의 경로명을 수정하고자 수정버튼을 클릭한 경우

{

m_Edit_SampleName.EnableWindow(false); SampleName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SampleLength.EnableWindow(false); SmapleLength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MeaInterval.EnableWindow(false); 측정간격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MeaNum.EnableWindow(false); 측정회수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MeaTime.EnableWindow(false); 측정시간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ROIStart.EnableWindow(false); ROI Start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ROIEnd.EnableWindow(false); ROI End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AvgCnt.EnableWindow(false); 평균 계수값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Error.EnableWindow(false); 허용오차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DefaultValue.EnableWindow(false); 기본값 설정 버튼 비활성화

m_EditCon.EnableWindow(false); 측정조건 수정 버튼 비활성화

m_ctrlStart.EnableWindow(false); 실행버튼프레임에서 측정시작 버튼 비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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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측정조건 기본값 입력[OnDefault()]

그림 A11. 측정조건 입력 중 기본값 입력에 대한 메시지 핸들러 함수.

void CRChatDlg::OnDefault() 측정조건 설정 및 스펙트럼 윈도우 프레임에서 기본값 버튼을 클릭할 경우 

{

m_SampleName="DATA 500-00S0"; 핵연료심재번호 텍스트 박스에 DATA...기입

m_SampleLength="700.0"; 핵연료심재길이 텍스트 박스에 700.0을 기입     

m_MeaInterval="25.0"; 측정간격 텍스트 박스에 25를 기입

m_MeaNum="28"; 측정회수 텍스트 박스에 28을 기입

m_MeaTime="50"; 측정시간 텍스트 박스에 50을 기입

m_ROIStart="756"; ROI Start 텍스트 박스에 756을 기입

m_ROIEnd="767"; ROI End 텍스트 박스에 767을 기입

m_AvgCnt="00000"; 평균값 텍스트 박스에 00000을 기입

m_Error="8.5"; 허용오차(%) 텍스트 박스에 8.5를 기입

UpdateData(false); Value형 멤버변수에 설정된 값을 컨트롤로 전송(화면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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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측정조건의 결정[OnApply()]

그림 A12. 측정조건 입력 결정을 위한 메시지 핸들러 함수

void CRChatDlg::OnApply() 기입한 측정조건들을 결정하기위한 적용버튼을 클릭할 경우 

{

UpdateData(true); 컨트롤에 입력되어 화면에 보이는 값이 그 컨트롤과 연결된 Value형 멤버변수

로 전송

m_Edit_SampleName.EnableWindow(false);  핵연료심재번호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SampleLength.EnableWindow(false); 핵연료심재길이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MeaInterval.EnableWindow(false);  측정간격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MeaNum.EnableWindow(false); 측정회수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MeaTime.EnableWindow(false); 측정시간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ROIStart.EnableWindow(false); ROI Start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ROIEnd.EnableWindow(false); ROI End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AvgCnt.EnableWindow(false); 평균값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Error.EnableWindow(false); 허용오차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DefaultValue.EnableWindow(false); 디폴트 값 설정 버튼 비활성화

m_Apply.EnableWindow(false); 적용버튼 비활성화

m_ctrlStart.EnableWindow(true); 실행버튼 프레임에서 측정시작 버튼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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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결정된 측정조건 수정[OnEdit()]

그림 A13. 입력된 측정조건을 수정하기 위한 메시지 핸들러 함수.

void CRChatDlg::OnEdit() 결정되었던 측정조건들을 수정하고자 수정버튼을 클릭한 경우

{

// TODO: Add your control notification handler code here

m_Edit_SampleName.EnableWindow(true);  핵연료심재번호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SampleLength.EnableWindow(true); 핵연료심재길이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MeaInterval.EnableWindow(true); 측정간격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MeaNum.EnableWindow(true); 측정회수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MeaTime.EnableWindow(true); 측정시간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ROIStart.EnableWindow(true); ROI Start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ROIEnd.EnableWindow(true); ROI End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AvgCnt.EnableWindow(true); 평균 계수값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Edit_Error.EnableWindow(true); 허용 오차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DefaultValue.EnableWindow(true); 기본값 설정 텍스트 박스 활성화

m_Apply.EnableWindow(true); 측정조건 적용 버튼 활성화

m_ctrlStart.EnableWindow(false); 실행버튼 프레임에서 측정시간 버튼 비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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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측정시작[OnStart()]

그림 A14. 측정시작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 내의 변수선언 및 개체 비활성화.

void CRChatDlg::OnStart() 실행버튼 프레임에서 측정시작 버튼을 클릭한 경우

{

UpdateData(true); Value형 멤버변수로 전송

double SampleLength=0, MeaInterval=0, MeaTime=0; 핵연료심재길이, 측정간격, 측정시간을 double로 선언하고 초기화

int MeaNum=0; 측정회수를 integer로 선언하고 초기화

long ROIStart=0, ROIEnd=0; ROI start, ROI end를 long으로 선언하고 초기화

long PeakCursor=0, AvgCnt=0, ChkLimit=0; PeakCursor, 평균계수값, 허용오차체크 변수를 long으로 선언, 초기화

double PerError=0; 허용오차를 double로 선언하고 초기화 

m_DIREdit.EnableWindow(false); 작업디렉토리 수정버튼 비활성화 

m_EditCon.EnableWindow(false); 측정조건 수정버튼 비활성화

m_DefaultValue.EnableWindow(false); 측정조건 기본값 버튼 비활성화

m_Apply.EnableWindow(false); 측정조건 적용 버튼 비활성화

m_Edit_SampleName.EnableWindow(false); 핵연료심재번호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SampleLength.EnableWindow(false); 핵연료심재길이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MeaInterval.EnableWindow(false); 측정간격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MeaNum.EnableWindow(false); 측정회수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MeaTime.EnableWindow(false); 측정시간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ROIStart.EnableWindow(false); ROI Start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dit_ROIEnd.EnableWindow(false); ROI End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m_Exit.EnableWindow(false); 나가기 버튼 텍스트 박스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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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 측정시작[OnStart()]

그림 A15. 측정시작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내의 개체 비활성화 및 변수값 입력.

PLC 가동 버튼 비활성화

m_GoToHome.EnableWindow(false); Home 버튼 비활성화

m_CWOn.EnableWindow(false); CW 버튼 비활성화

m_CWOff.EnableWindow(false); CW Off 버튼 비활성화

m_CCWOn.EnableWindow(false); CCW 버튼 비활성화

m_CCWOff.EnableWindow(false); CCW Off 버튼 비활성화

m_ErrorReset.EnableWindow(false); 에러리셋 버튼 비활성화

m_ZeroSet.EnableWindow(false); 영점설정 버튼 비활성화

Report Print 버튼 비활성화

m_GraphPrint.EnableWindow(false); 그래프 프린터 버튼 비활성화

m_SpreadPrint.EnableWindow(false); 보고서 프린터 버튼 비활성화

변수입력-텍스트 박스로부터 변수입력 받기

SampleLength=atof((LPCSTR)m_SampleLength); 핵연료심재 길이 텍스트 박스 값을 SampleLength 변수에 입력하기

MeaInterval=atof((LPCSTR)m_MeaInterval); 측정간격 텍스트 박스 값을 MeaInterval 변수에 입력하기

MeaNum=atoi((LPCSTR)m_MeaNum); 측정회수 텍스트 박스 값을 MeaNum 변수에 입력하기

MeaTime=atof((LPCSTR)m_MeaTime); 측정시간 텍스트 박스 값을 MeaTime 변수에 입력하기

ROIStart=atof((LPCSTR)m_ROIStart); ROIStart 텍스트 박스 값을 ROIStart 변수에 입력하기

ROIEnd=atof((LPCSTR)m_ROIEnd); ROIEnd 텍스트 박스 값을 ROIEnd 변수에 입력하기

PeakCursor=(ROIStart+ROIEnd)/2; ROIStart와 ROIEnd 값으로 PeakCursor 변수에 입력하기

AvgCnt=atof((LPCSTR)m_AvgCnt); 평균 계수값 텍스트 박스 값을 AvgCnt 변수에 입력하기

PerError=atof((LPCSTR)m_Error); 허용오차 텍스트 박스 값을 PerError 변수에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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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2. 측정시작[OnStart()]

그림 A16. 측정시작에 사용자 정의함수내의 그래프 변수 선언 및 그리기. 

MeaInfoToSpread(); 측정조건에 대한 사항을 Data sheet에 입력하는 함수

CNiReal64Vector vMax(SampleLength); 허용오차 상한선 설정을 위한 변수 및 크기

CNiReal64Vector vMin(SampleLength); 허용오차 하한선 설정을 위한 변수 및 크기

CNiReal64Vector vAvg(SampleLength); 평균값 설정을 위한 변수 및 크기 설정

CNiReal64Vector vX(SampleLength); 허용오차 설정을 위한 x축 변수 및 크기설정

CNiReal64Vector GrossData(SampleLength); y value를 위한 변수설정 및 크기 설정

CNiReal64Vector XData(SampleLength); x value를 위한 변수설정 및 크기 설정

m_Graph.ClearData(); 그래프상의 데이터 지우기

y축 평균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기 위한 공간 할당

for(int j=0; j<SampleLength; j++){   공간은 핵연료 길이만큼 

vMax[j] = AvgCnt+(AvgCnt*PerError)/100; 최대값 배열 할당

vMin[j] = AvgCnt-(AvgCnt*PerError)/100;  최소값 배열 할당

vAvg[j] = AvgCnt; 평균값 배열 할당

vX[j]=j; x 값 배열 할당

}

y축 Range설정(cf. Average 기준으로 50% margin 주기) 

m_Graph.GetAxes().Item("YAxis-1").SetMinMax((AvgCnt-AvgCnt*0.5), (AvgCnt+AvgCnt*0.5));

평균값,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기

m_Graph.Plots.Item(2.0).PlotXvsY(vX,vAvg); 텍스트 박스로부터 입력받은 값과 x축을 기준으로 Plot 작성

m_Graph.Plots.Item(3.0).PlotXvsY(vX,vMax); (최대, 최소, 평균)

m_Graph.Plots.Item(4.0).PlotXvsY(vX,v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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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3. 측정시작[OnStart()] - For 문

그림 A17. 측정시작 사용자 정의함수 내의 For-반복문.

for(int i=1; i<=MeaNum; i++)

{

UpdateData(true)

MCAAcquireStart(i,MeaTime,ROIStart,ROIEnd,PeakCursor); MCA 함수 Call

DataToSpread(i); 측정 데이터를 Spread에 뿌려주기

XData[i-1]=NowDistance; x축 거리입력 및 y축 카운트 입력을 위한 공간 할당

GrossData[i-1]=Total;

m_Graph.Plots.Item(1.0).PlotXvsY(XData,GrossData); 거리-카운트 그래프 그리기

 Total=0; Gross count 산출을 위한 변수 초기화

if (i==MeaNum) break; 마지막 측정에서 모터이동 없이 MCA만 측정하도록

if(m_Stop) break; 만약 측정중간에 정지버튼이 클릭된 경우 루프 나가기

MeaInterval=atof((LPCSTR)m_MeaInterval); 측정간격 변수 입력 받기

Interval=MeaInterval*10; PLC에 입력하기 위한 변수전환

PLCSetDistance(); PLC 거리설정 함수 불러와서 거리설정

Sleep(150); 딜레이 타임 0.15초 

PLCOneStepCWMoving(); 설정된 거리만큼 OneStep 시계뱡향으로 움직이기

Sleep(150); 딜레이 타임 0.15초

PLCMovingCheck(); 이동완료여부를 체크(이동 미 완료시 무한 루프)

Sleep(150);

PLCReadDistance(); 이동 완료 후 거리를 읽고 뿌려주기

if(m_Stop) break; MCA 시작 전 Stop 버튼 클릭 여부를 확인하여 

Click(true)인 경우 루프 빠져나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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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4. 측정시작[OnStart()] - MCAAcquireStart(int i, double MeaTime, long ROIStart, long ROIEnd, long PeakCursor)

그림 A18. 측정시작 사용자 정의함수 내의 MCA 측정에 관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MCAAcquireStart(int i, double MeaTime, long ROIStart, long ROIEnd, long PeakCursor)

{

m_Device.Clear(); m_Mvc.Clear(2); MCA Memory Clear

m_Device.SpectroscopyAcquireSetup(1,MeaTime,1,8192,0,0); MCA Measurement condition set up

m_Mvc.SpectroscopyAcquireSetup(1,MeaTime,1,8192,0);

m_Mvc.DeleteAllRois(); MCA 설정된 모든 ROI값 지우고 입력된 ROI값 적용, 

m_Mvc.AddRoiEx(ROIStart,ROIEnd,1); ADD ROI

m_Mvc.MoveSpectralPlotCursor(5, PeakCursor, false); Peak Cursor

m_Mvc.MoveSpectralPlotCursor(3, ROIStart, false); Left ROI Cursor

m_Mvc.MoveSpectralPlotCursor(4, ROIEnd, false); Right ROI Cursor

m_Device.AcquireStart(); MCA Start

m_Mvc.AcquireStart(2);

while(m_Device.GetAnalyzerStatus()==2084){ MCA 측정 종료 시까지 루프 돌리기

if(m_Stop) break; DoEvents(); 만약 m_Stop 버튼이 눌러졌으면 종료하고 나가기

}

VARIANT MD; 측정일시 불러와서 Spread에 뿌려주기

MD=m_Mvc.GetParam(536870933,1,1); Date (bstrVal)

MeaDate = (LPCTSTR)_bstr_t(MD.bstrVal); MeaData에 측정일시 입력하기

m_Spread.SetRow(i+7); 각 측정 행 (i+7)

m_Spread.SetCol(3); 3 열

m_Spread.SetValue(MeaDate); 측정일시 입력하기

m_Spread.SetTypeHAlign(2); 셀 중앙 정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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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5. 측정시작[OnStart()] - MCAAcquireStart(int i, double MeaTime, long ROIStart, long ROIEnd, long PeakCursor)

그림 A19. Low data file 저장 및 Total count 서브함수 불러오기.

Num.Format("%d",i); 각 Point별 Low Data 생성(스펙트럼 파일, Text파일)

CString CnfPath; 스펙트럼 파일 저장경로를 위한 변수선언

CnfPath=m_DirPath; Working Directory에 저장

CnfPath+="₩₩"+m_SampleName+"-"+Num+".cnf"; 핵연료심재번호-i 값을 스펙트럼 파일명으로 지정하기

m_Mvc.Save(CnfPath,true); 스펙트럼파일을 지정된 경로(CnfPath)에 저장하기

CString TxtPath;  텍스트 파일 저장경로를 위한 변수선언

TxtPath=m_DirPath; 설정된 작업디렉토리 경로명을 변수에 대입

TxtPath+="₩₩"+m_SampleName+"-"+Num+".txt"; 텍스트 파일명을 설정

m_Mvc.ExportData (TxtPath); 스펙트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

CalTotCnt(i,TxtPath); Total Count 산출함수 불러오기(Text file)

m_Device.AcquireStop(2); Device 정지

m_Mvc.AcquireStop(2);   스펙트럼 측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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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6. 측정시작[OnStart()] - MCAAcquireStart()-CalTotCnt(int i, CString SFile)

그림 A20. MCA 측정에 관한 사용자 정의함수 내의 Gross count 산출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CalTotCnt(int i, CString SFile)

{

long Readcount; 각 채널당 계수를 읽기 위한 변수

long ROI; Peak 영역을 계산하기 위한 변수

FILE *in ; 파일 포인터 변수 선언

static char channel[10], energy[10], efficiency[10], count[10]; 입력을 위한 배열 변수를 선언

in=fopen(SFile,"r"); 스펙트럼 텍스트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기

읽은 파일에서 channel, energy, efficiency. count 변수로 분리하여 한 라인 값 입력받기

fscanf(in,"%s %s %s %s", channel, energy, efficiency, count);

읽은 파일에서 파일의 끝까지 한 라인씩 분리된 변수에 값을 입력받기

while(fscanf(in,"%s %s %s %s", channel, energy, efficiency, count)!=EOF){

DoEvents();

ROI=atoi(channel); 입력값 중 channel 값을 ROI 변수에 입력

if (ROI>=atoi(m_ROIStart)){ 만약 Channel이 ROI의 처음 채널값이면

Readcount=atoi(count); count 변수값을 정수로 변환하여 Readcount

Total=Readcount+Total; 변수에 Readcount 값 누적 

Total=Total;

if (ROI>=atoi(m_ROIEnd)) 만약 ROI 끝 채널이면

break; 루프 나가기

}

}

fclose(in); 스펙트럼 파일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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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7. 측정시작[OnStart()]-Data sheet 입력[DataToSpread(int i)]

그림 A21. 측정시작 사용자 정의함수 내의 측정데이터의 data sheet 입력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DataToSpread(int i)

{

char buffer[10]; 거리를 스트링으로 변환하기 위한 변수

long PeakCursor=0;     

long AvgCnt=0; 평균값을 위한 변수, 허용오차 범위 계산에 활용

long PerError=0; 허용오차 변수

long ChkLimit=0; 허용오차 범위 판단 변수

AvgCnt=atof((LPCSTR)m_AvgCnt); 측정조건 텍스트 창에 있는 평균값을 변수에 대입

PerError=atof((LPCSTR)m_Error); 측정조건 텍스트 창에 있는 허용오차를 변수에 대입

//Data sheet에 측정번호 찍기

m_Spread.SetRow(i+7); (i+7)번째 행

m_Spread.SetCol(1); 1번째 열

Num.Format("%d",i); 반복문 변수(i)를 가지고 Num에 입력

m_Spread.SetValue(Num); (i+7,1) Cell에 Number 입력하기

m_Spread.SetTypeHAlign(2); Cell 내의 문자를 가운데 정렬

m_Spread.SetRow(i+7); (i+7)번째 행

m_Spread.SetCol(2); 2번째 열

sprintf(buffer,"%.1f",NowDistance);  현재 거리값을 소수점 1자리까지 변환해서 buffer로 

m_Spread.SetValue(buffer); buffer 값 (i+7, 2)에 입력하기

m_Spread.SetTypeHAlign(2); Cell 내의 문자를 가운데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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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8. 측정시작[OnStart()]-Data sheet 입력[DataToSpread(int i)]

그림 A22. 측정데이터의 data sheet 입력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

Spread에 Gross Count 입력하기

CString strTot; Gross count를 스트링으로 변환하기 위한 변수

strTot.Format("%d",Total); strTot에 Total(Gross count)을 입력하기

m_Spread.SetRow(i+7); (i+7)행

m_Spread.SetCol(4); 4열

m_Spread.SetValue(strTot); (i+7, 4) Cell에 strTot 입력하기

m_Spread.SetTypeHAlign(2); Cell 내의 문자를 가운데 정렬

ChkLimit=(fabs(AvgCnt-Total)/AvgCnt)*100; Total(Gross count)값의 평균에 대한 상대오차를 계산

if(ChkLimit<PerError){ 만약 상대오차가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m_Spread.SetRow(i+7); (i+7) 행

m_Spread.SetCol(5); 5열

m_Spread.SetValue("Acceptance"); “Acceptance" 문자열 입력

m_Spread.SetTypeHAlign(2); 문자열을 가운데로 정렬

}

else{ 만약 상대오차가 허용오차 범위 밖에 있으면

m_Spread.SetRow(i+7); (i+7) 행

m_Spread.SetCol(5); 5열

m_Spread.SetBackColor(255); Cell의 배경색깔을 빨간색으로 변경

m_Spread.SetValue("Unacceptance"); “Unacceptance" 문자열 입력

m_Spread.SetTypeHAlign(2); 문자열을 가운데로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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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9. 측정시작[OnStart()]-PLC 거리읽기[PLCSetDistance()]

그림 23. PLC 거리설정에 관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PLCSetDistance()

{

        CString W; PLC 내부메모리 150번지에 Inteval 변수값을 16진수로 변환하여 대입하기

W = (CString)ENQ + "00" + "WSB" + "06" + "%MW150"+"01"+DecToHex(Interval)+(CString)EOT;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

A10-10. 측정시작[OnStart()]-PLC 거리이동[PLCOneSetpCWMoving()]

그림 A24. PLC one step 시계방향 구동에 관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PLCOneStepCWMoving()

{

CString W;

W = (CString)ENQ + "00" + "WSB" + "06" + "%MW160"+"01"+"0000"+(CString)EOT; PLC 내부메모리 160번지 ‘0’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Sleep(100);

W = (CString)ENQ + "00" + "WSB" + "06" + "%MW160"+"01"+"0001"+(CString)EOT; PLC 내부메모리 160번지 ‘1’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Sleep(100);

W = (CString)ENQ + "00" + "WSB" + "06" + "%MW160"+"01"+"0000"+(CString)EOT; PLC 내부메모리 160번지 ‘0’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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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1. 측정시작[OnStart()]-PLC 모터구동 확인[PLCMovingCheck()]

그림 A25. PLC 모터구동 체크에 관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PLCMovingCheck() 모터구동 확인함수

{

CString W;

W = (CString)ENQ + "00" + "RSB" + "06" + "%MW102"+"01"+(CString)EOT; PLC 내부메모리 102번지 "1"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Sleep(150);

do{

DoEvents();

if(m_Stop) break; 만약 ‘측정중지’ 버튼가 눌려졌으면 (m_Stop=true) 무한 루프 나가기

if(WaitFor1){ 응답값이 1이면 구동 중

W = (CString)ENQ + "00" + "RSB" + "06" + "%MW102"+"01"+(CString)EOT; 다시 102번지 “1”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Sleep(150);

}

else break; 응답값이 0(모터 구동완료)이면 무한루프 나가기

}while(WaitFor1); 응답값이 1(모터 구동 중)인 동안 무한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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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2. 측정시작[OnStart()]-PLC 거리읽기[PLCReadDistance()]

그림 A26. PLC 거리읽기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

void CRChatDlg::PLCReadDistance(){

CString W;

W = PLC_Memory_Read("%MW101"); PLC 내부 메모리 번지 101 ON --> 현재 위치값 리턴

m_Comm.WriteComm((BYTE *)W.GetBuffer(W.GetLength()), W.GetLength());}

A10-13. 측정시작[OnStart()]

그림 A27. 측정시작 사용자 정의함수 내의 리포트 파일 저장에 관한 부분.

Spread Sheet Data Save to Exel File

CString ReportExlFile;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파일이름 변수

ReportExlFile=m_DirPath; 지정된 디렉토리 경로명을 변수에 대임

ReportExlFile+="₩₩"+m_SampleName+"-Report.xls"; 저장경로에 파일이름 추가 

m_Spread.ExportToExcel(ReportExlFile,m_SampleName,""); 엑셀파일 변환함수

Spread Sheet Data Save to Text File

CString ReportTxtFile; 텍스트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파일 이름 변수

ReportTxtFile=m_DirPath; 지정된 디렉토리 경로명을 변수에 대입

ReportTxtFile+="₩₩"+m_SampleName+"-Report.txt"; 저장경로에 파일이름 추가

m_Spread.SaveTabFile(ReportTxtFile); 텍스트 파일 변환함수

Spread Sheet Data Save to Spread File

CString ReportSFile; Data sheet 파일형태로 저장하기 위한 변수

ReportSFile=m_DirPath; 지정된 디렉토리 경로명을 변수에 대입

ReportSFile+="₩₩"+m_SampleName+"-Report.ss3"; 저장경로에 파일이름 추가

m_Spread.SaveToFile(ReportSFile,true); Data sheet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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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4. 측정시작[OnStart()]

그림 A28. 측정시작 사용자 정의함수 내의 측정종료 후 개체 비활성 부분.

After measurement, inactivation object

m_SFileOpen.EnableWindow(true); 측정종료 후 디렉토리 Open부터 활성화

m_DIRApply.EnableWindow(true); 디렉토리 결정을 위한 적용버튼 활성화

m_Edit_DirPath.EnableWindow(true); 경로명 텍스트 창 활성화

m_SFileList.EnableWindow(true); 파일리스트 목록창 활성화

m_DIREdit.EnableWindow(false); 디렉토리 수정을 위한 수정버튼 비활성화

m_Apply.EnableWindow(false); 측정조건 결정을 위한 적용버튼 비활성화

m_Edit_SampleName.EnableWindow(false); 핵연료심재번호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SampleLength.EnableWindow(false); 핵연료심재길이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MeaInterval.EnableWindow(false); 측정간격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MeaNum.EnableWindow(false); 측정회수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MeaTime.EnableWindow(false); 측정시간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ROIStart.EnableWindow(false); ROI Start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ROIEnd.EnableWindow(false); ROI End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AvgCnt.EnableWindow(false); 평균 값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Edit_Error.EnableWindow(false); 허용오차 텍스트 창 비활성화

m_DefaultValue.EnableWindow(false); 디폴트 값 버튼 비활성화

m_EditCon.EnableWindow(false); 측정조건 수정버튼 비활성화

m_ctrlStart.EnableWindow(false); 측정시작버튼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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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5. 측정시작[OnStart()]

그림 A29. 측정시작 사용자 정의함수 내의 측정종료 후 개체 활성화 부분.

PLC Operation 프레임 관련 개체 활성화

m_GoToHome.EnableWindow(true); 원점이동 버튼 활성화

m_CWOn.EnableWindow(true); 시계방향 이동버튼 활성화

m_CWOff.EnableWindow(true); 시계방향 이동오프버튼 활성화

m_CCWOn.EnableWindow(true); 반시계뱡향 이동버튼 활성화

m_CCWOff.EnableWindow(true); 반시계방향 이동오프버튼 활성화

m_ErrorReset.EnableWindow(true); 에러리셋 버튼 활성화

m_ZeroSet.EnableWindow(true); 영점설정 버튼 활성화

m_GraphPrint.EnableWindow(true); 그래프 프린터 버튼 활성화

m_SpreadPrint.EnableWindow(true); Data sheet 버튼 활성화

m_Exit.EnableWindow(true); 나가기 버튼 활성화

m_Stop=false; Stop버튼의 Click 여부판단 변수 초기화

MessageBox("실험종료"); 실험종료시점에서 종료를 알리는 메시지출력



부록 2 :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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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하나로 핵연료심재를 대상으로 한 U-235 감마선의 측정에 적

용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언어는 Visual C++이며, GEINE 2000 

Library, Measurement Studio 및 Spread3.0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그림 A1

에 감마스캐너 시스템의 전체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MCA (Multi 

Channel Analyzer)를 통합한 자동 제어 및 측정 프로그램으로서 실시간 U-235 

감마 스펙트럼 분석 low Data 생산 및 저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측

정결과의 실시간 디스플레이 및 보고서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A2에 

개발프로그램의 기능 및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A1. Gamma scanning system.

Detector

새 핵연료봉

Servo Motor

이동용 Cart

MCA

PLC를 내장한 Control Box PC

Detector

새 핵연료봉

Servo Motor

이동용 Cart

MCA

PLC를 내장한 Control Box PC

그림 A2. 개발프로그램의 기능 및 특성.

PLC와 MCA 

동시 제어

Real Time 데 이터
입출력 및 그래프

스펙트 럼 Low Data File  

저장 및 Display

측정결 과 보고서 의
저장 및 프린 터

PLC 기능 별 프로토콜 함수

CANBERRA사 제 공 Library

Measurement Studio

Spread 3.0 Active-X

스펙 트럼 전용 CNF 파일

Exporting File Text 파 일

Excel, DB(SS3) 파일 저장

그래프 , Spread로 Display

측 정 Report Type 프 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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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Time 데 이터
입출력 및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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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 과 보고서 의
저장 및 프린 터

PLC 기능 별 프로토콜 함수

CANBERRA사 제 공 Library

Measurement Studio

Spread 3.0 Active-X

스펙 트럼 전용 CNF 파일

Exporting File Text 파 일

Excel, DB(SS3) 파일 저장

그래프 , Spread로 Display

측 정 Report Type 프 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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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Setup

2-1. GENIE2000 Basic Software setup

1) Genie-2000 Basic Spectroscopy V2.1 CD 삽입

2) 인스톨 첫 화면 메뉴 중 두 번째 항목 Install Genie-2000 선택

3) Next – Next - Install Genie-2000 s500/s502 Basic Spectroscopy 

선택 – Next

4) Install Genie - 2000 Documentation Files to Hard Disk(22 MB) 선

택 – Next

5) PC 상에 아크로벳 리더가 깔려 있으면 Don’t Install Acrobat Reader, 

아니면 Install Acrobat Reader를 체크하고 Next

6) Standard 항목 체크하고 Next

7) PC 재부팅

2-2. MCA Card 및 Driver Setup

1) MCA Card를 PC PCI Slot에 장착

2) http://www.ni.com/support/gpib/versions.htm Site에서 PCI-GPIB XP

용 Driver Down

그림 A3. PCI-GPIB Driver 목록(NI Web site).

 

3) 파일이름 : ni488223.exe (123 MByte)

4) 파일실행을 실행하여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다. 설치된 후 다음 항목

을 따른다.

5) 시작 - 프로그램 - National Instrument - 시작하기 마법사 클릭

6) 다음 그림과 같이 실시한다.



-A3-

      

그림 A5.  PCI-GPIB Driver Setup 1. 

 

그림 A6. PCI-GPIB Driver Setup 2.

  

 

그림 A8.PCI-GPIB Driver Setup 3.

 

그림 A9. PCI-GPIB Driver Setup 4.

  

 

그림 A11. PCI-GPIB Driver Setup 5.

 

그림 A12. PCI-GPIB Driver Setu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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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4. PCI-GPIB Driver Setup 7.

 

그림 A15. PCI-GPIB Driver Setup 8.

  

 

그림 A17. PCI-GPIB Driver Setup 9.

  

그림 A18. PCI-GPIB Driver Setup 10. 

  

           

그림 A19. PCI-GPIB Driver Setup 완료.

 

2-3. DET01 Setup

1) 시작-프로그램-GENIE2000-MCA Input Definition Editor

        MCA Input Definition Editor를 실행시키면 아래 그림 A21과 같은 윈

도우가 뜬다. 초기 Data Source가 없는 경우 Editor내의 내용은 공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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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그림 A21. MCA Input Definition Editor window.

2) Edit-메뉴–Add MCA 선택하면 Add MCAs to Definition Table 팝업 

창이 뜨고 항목 중 IEEE 488 MCAs – Multiport 16K ADC를 선택하고 

Done 클릭

그림 A22. Add MCAs to Definition Table 

Pop-up window1.

   

그림 A23. Add MCAs to Definition 

Table Pop-up window2.

3) 상기 과정을 완료하면 MCA Input Definition 창에 아래와 그림과 같이 

뜬다. 이 상태는 현재 메뉴 중에서 Device, Setting부분의 입력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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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4) 항목부터 기술되는 것은 Devices 및 Settings 

메뉴의 항목들을 MCA Device에 맞게 Setup 하는 과정이다.

그림 a24. Add MCAs to Definition Table에서 MCA를 결정하고 난 후 Editor 윈도우. 

 

4) 메뉴에서 다음 항목들을 선택하고 아래 그림 A25 ~ A34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항목을 설정한다.

그림 A25. 메뉴-Device-MCA.

 

그림 A26. 메뉴-Device-Sample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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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7. 메뉴-Device-ADC.

  

그림 A28. 메뉴-Device-Stabilizer.

 

그림 A29. 메뉴-Device-Amplifier.

  

그림 A30. 메뉴-Device-High Voltage.

그림 A31. 메뉴-Setting-MCA... .

  

그림 A32. 메뉴-Setting-ADC... .

  

그림 A33. 메뉴-Setting-Stabilizer... .

  

그림 A34. 메뉴-Setting-In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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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5. 메뉴-File-Save or Save as.

   

그림 A36. 메뉴-Database-Load to ... .

※ 주의 : DET01이 항상 Load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펙트럼 측정이 이루

어지면, Load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펙트럼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다. 또한, DET01을 수정하고자 하면 반드시 

DET01을 Unload상태로 만들고 수정을 한다. DET01이 Load 된 상태

에서는 앞서 설정한 Devices, Setting 메뉴들이 모두 비활성화 되어 있

음을 상기하기 바람. 추가로 위의 메뉴-Database-Load to…팝업 창에

서 Load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반드시 Done 버튼을 클릭할 것. Unload

경우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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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설명

3-1. 프로그램 프레임 구성

그림 A37. 개발프로그램의 메인 윈도우.

1

2

3

4

5 6

7

1) PLC 가동 프레임

– 버튼  : HOME, Next, CW Off, Back, CCW Off, 에러 리셋, 영점 설정.

– Text Box : 현재거리 표시, 통신상태.

2) 디렉토리 및 데이터 파일 프레임

- Button      : 열기, 적용, 수정, 보고서 프린터, 그래프 프린터.

- Text Box   : 디렉토리 경로명, 데이터 파일 리스트

- Combo Box : 데이터 파일 종류

3) 실행버튼 프레임

- Button : 측정시작, 측정중지, 나가기

4) 그래프 디스플레이 프레임

- Measurement Studio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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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조건 입력 프레임

- Button  : 적용, 수정, 기본값

- Text Box : 핵연료심재번호, 핵연료심재 길이, 측정간격, 측정회수, 측정  

                   시간(s), ROI start(ch.), ROI end(ch.), 평균값, 허용오차(%)

6) 스펙트럼 디스플레이 프레임 - GEINE 2000 Component

7) Data Sheet 디스플레이 프레임 - Spread 3.0 Component

3-2. 프로그램 기능설명

     다음 표 A1에 프로그램 메인 윈도우를 구성하고 있는 각 Component별 항

목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었다.

표 A1. 개발프로그램 메인윈도우를 구성하는 각 개체항목과 기능

항목 기능 참고사항

HOME 원점설정, 모터가 원점센서로 이동.

NEXT 모터가 시계방향으로 이동.

CW Off 모터가 시계방향으로 구동정지.

BCAK 모터가 반 시계방향으로 구동.

CCW Off 모터가 반 시계방향으로 구동정지.

에러 리셋 좌우 Limit Sensor 접촉 시 발생되는 에러 리셋 주1)

영점 설정 현재 거리 값을 0.0으로 설정

거리 Display 텍스트 창 현재 거리 값을 나타냄.

통신 상태 리스트 창 PC-PLC간 Data 통신상태를 나타냄 주2)

열기 Low Data File 저장 및 Display를 위한 폴더설정. 주3)

작업폴더 경로 텍스트 창 현재 설정된 작업 폴더의 경로명을 나타냄.

적용 설정된 작업 드라이버 및 폴더를 확정함. 주4)

수정 설정된 작업 드라이버 및 폴더를 변경할 경우

파일 선택 박스 Low Data File(cnf, ss3, txt, xls)형태를 설정함 주5)

파일 List 박스 파일 선택 박스에서 설정된 파일 리스트를 보여줌.

보고서 프린터 현재 Data Sheet 창에 나타난 보고서를 출력 주6)

그래프 프린터 현재 Graph Display 창에 나타난 그래프 출력 주7)

측정조건 설정 사용자가 입력할 경우 주8)

기본값 미리 설정된 입력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주9)

적용 입력된 측정조건들을 최종 확정함 주10)

수정 최종 확정된 측정조건들을 수정할 경우

측정시작 측정시작 버튼

측정중지 측정중지 버튼

나가기 프로그램 나가기

Graph Display 측정거리와Gross Count 값을 기준으로 함

Spectrum Display 실시간 측정되는 감마스펙트럼을 나타냄

Expand On/Off Check 스펙트럼 윈도우의 확대 (윈도우 분할) on/off

Data Sheet Display 실시간 측정되는 측정데이터가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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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Error 발생의 예 : 

     좌우 최종 Limit Sensor와 핵연료봉 이송 Cart 접촉 시 발생되는 에러의 

경우 먼저 PLC 컨트롤 박스의 Remote Mode를 Local Mode로 전환한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쪽의 반대방향으로 Next 혹은 Back 버튼을 눌러 

Sensor의 영향권을 벗어난다. 여기서 컨트롤 박스의 Power 리셋을 시키든

지, Remote Mode로 전환하여 Error Reset 버튼을 누르면 에러 수정이 가

능하다.

주2) PC-PLC간 Data 입출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특히 PLC에서 Return해 

주는 현재 거리 값(16진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주3) 작업 드라이버 및 폴더 지정의 경우 미리 설정된 드라이버나 폴더를 지정

할 수 있고 폴더 경로 텍스트 창에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도 있다. 작

업 폴더 명은 영문 혹은 숫자 영문+숫자로 지정한다. 한글 폴더의 경우 에

러 발생(Error : ebe88092 cannot open file)

주4) 작업 드라이버 및 폴더를 설정했을 경우 Apply 버튼을 누르게 되면 Open 

버튼, Apply 버튼, File List 창이 비활성화 됨. 수정을 원할 경우 Edit 버

튼을 눌러 다시 활성화시킴

주5) 1회 측정이 종료된 후 생성되는 low Data File들은 스펙트럼(cnf)과 텍스

트(txt)이며, 모든 측정이 종료된 후 Report 파일(ss3, xls)이 생성된다. 따

라서 콤보 박스내의 List들은 cnf, ss3, txt, xls이며, 각 파일형식을 선택

했을 경우 파일 리스트 창에 해당 확장명을 가진 파일들만 보여준다.

주6) File List 창에서 ss3의 확장명을 가진 파일을 선택하거나 측정이 바로 종

료된 경우 측정 Data의 정보들이 Data Sheet 상에 그대로 입력 되어진다. 

현재 입력된 Data Sheet를 보고서의 형태로 출력한다.

주7) 그래프는 Data Sheet 상의 Data들을 참조하여 디스플레이 되고 만약 참조 

Data가 없는 경우 빈 그래프를 나타낸다. 따라서 현재 디스플레이 되고 있

는 그래프를 출력한다.

주8) 측정조건은 총 9개의 텍스트 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심재 번호 : 핵연료심재 번호를 나타내고, low data file name에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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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심재 길이 : 핵연료심재 길이를 나타내며, 그래프 상의 x축 범위설

정 참조.

-측정 간격 : 측정 간격을 나타내며 Stepping Motor의 이동간격으로 입력

된다.

-측정회수 : 총 측정회수를 나타낸다. 

-측정시간 : 측정시간을 나타내며, MCA Live Time에 적용된다.

-ROI Start(ch.) : U-235 피크 영역의 왼쪽 채널 값.

-ROI End(ch.) : U-235 피크 영역의 오른쪽 채널 값.

-평균값 : U-235 피크 영역의 평균 계수 값.

-허용오차(%) : 최대 허용오차.

주9) 측정조건은 미리 설정된 Default 값으로 자동 입력할 수 있다.

주10) 설정된 측정조건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서 비활성화된 Start 버튼을 활

성화 시킨다.

3.3 프로그램 알고리즘

   프로그램은 크게 PLC 부문과 MCA부문으로 구분되고, 그 알고리즘은 아래 

그림 A38과 같다.

그림 A38. 감마스캐너 개발프로그램의 전체 알고리즘.

시 작

초기화

원점 설정 및 정렬

작업 Directory 설정

측정조건 입력 작업

측정 시작

PLC 거리 셋팅 및 이동

실험종료?
No

Yes

MCA 측정

거리 변수 값 읽기

거리 값 PLC 셋팅

거리 값 만큼 이동

이동완료?

현재 거리 값 읽기
ROI 설정, Peak 설정

Acquire Start

측정 일시 입력

Acquire Setup (Time)

Low Data File 저장

Spread Sheet 결과입력

측정완료?

ROI에 대한 Gross 산출

Graph Display

Report File Save

Report File Print

PLC Part

MCA Part

Initialization Part시 작

초기화

원점 설정 및 정렬

작업 Directory 설정

측정조건 입력 작업

측정 시작

PLC 거리 셋팅 및 이동

실험종료?
No

Yes

MCA 측정

거리 변수 값 읽기

거리 값 PLC 셋팅

거리 값 만큼 이동

이동완료?

현재 거리 값 읽기
ROI 설정, Peak 설정

Acquire Start

측정 일시 입력

Acquire Setup (Time)

Low Data File 저장

Spread Sheet 결과입력

측정완료?

ROI에 대한 Gross 산출

Graph Display

Report File Save

Report File Print

PLC Part

MCA Part

Initializatio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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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프로그램 동작순서

    GammaScanner폴더의 하위 폴더 Debug에 RChat.exe라는 실행파일을 클

릭한다.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PLC와 MCA연결이 초기화 된다. 초기화가 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에러 메시지가 출력된다.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7장 프

로그램 에러코드를 참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참조할 사항은 에러 메시

지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더라도 프로그램 메인 윈도우는 그대로 디스플레이 된다.

초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3장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메인 윈도우가 디

스플레이된다. 먼저, 현재 PLC 상황을 파악하여 실험에 맞도록 설정한다. 

HOME 버튼을 눌러 Cart가 원점에 오도록 설정하고 영점 설정버튼을 눌러 거리 

값이 0.0이 되도록 한다. 영점 설정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터가 최

종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고 차후 측정 데이터의 Graph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

한다.

    원점설정이 완료된 후 측정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작업 폴더를 설정한다. 

Open 버튼을 클릭하면 폴더 설정을 위한 팝업 창이 뜬다. 이 팝업 창은 윈도우 

탐색기와 유사한 트리 구조로 되어있으며, 파일선택은 할 수 없고 폴더선택만 가

능하다. 작업 폴더의 설정 방법은 팝업 창에서 선택한 폴더를 그대로 사용할 수

도 있고, 팝업 창에서 선택한 폴더 내에 다른 하위 폴더를 작성할 수도 있다. 현

재 설정된 작업 폴더의 경로가 텍스트 창에 디스플레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자가 

덧붙여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다. 작업 폴더를 설정했다면 적용버튼을 눌러 

확정한다. 적용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열기 버튼 및 적용 버튼이 비활성화 되고, 

비활성화 되어있던 측정조건 입력 텍스트 박스들이 활성화된다. 만약, 확정된 작

업 폴더를 변경할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다시 열기 버튼과 적용 버튼을 활성화 

시킨다. 이때, 측정조건 입력 텍스트 박스들은 다시 비활성화가 되고 열기버튼을 

누르면 작업폴더 경로 텍스트 박스도 지워지게 된다.

    작업폴더의 지정 후 측정조건 입력 텍스트 박스들이 활성화 되는데 여기에 

측정환경에 맞는 조건들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기본값 입력방식 두 가지가 있다. 측정조건의 입력 후 작업 폴더 설정과 

마찬가지로 적용 버튼을 눌러 확정한다.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활성화 되어

있던 측정시작 버튼이 활성화된다. 만약, 확정된 측정조건들을 변경할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다시 측정조건 입력 텍스트 박스들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입력한다.

   측정조건 입력과 확정이 이루어지면 측정시작을 할 수가 있다. 측정이 시작되

면 먼저 MCA가 동작한다. 측정시간 동안 MCA가 동작하며, 종료 후 low data

가 저장된다. Low data는 스펙트럼 파일 cnf 파일과 텍스트 파일이 저장된다. 

또한 Data Sheet 상에 각 측정 Data들이 입력되며, 그래프 상에도 디스플레이 

된다.

   측정조건에 따라 모든 측정이 종료되면 리포트 파일이 저장되는데 리포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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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Excel 파일(xls)과 데이터베이스 파일(ss3)이다. 작업폴더 내의 파일들을 

살펴보면 각 측정간격마다 생성된 low data 파일들(cnf, txt)과 측정종료 후 생

성된 리포트 파일들(-Report.xls, -Report.ss3)을 확인 할 수 있다.

측정 종료 후 측정결과를 보고서 프린터와 그래프 프린터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출력할 수도 있고, 작업 폴더 열기를 이용해서 나중에 프린터 할 수도 있다. 다

만, cnf 파일 및 xls 파일은 Genie2000 및 Ms Office를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

하다.

3.5 프로그램 에러코드

1) Error:120008 Required hardware unavailable

원인 : MCA가 꺼져 있거나 MCA-PC간 Cable이 빠진 상태

해결 : MCA를 On 시키거나 Cable을 확인하여 연결한다.

2) Error:ebe88092 can not open file

원인 : 한글 폴더내의 Data파일을 Access했을 경우

해결 : 영문이나 숫자, 영문+숫자 조합 폴더로 이동 후 Access 할 것.

3) Error:300013 DataSource is unknown to the VDM

원인 : DET01 DataSource가 Unload된 상태

해결 : 시작-프로그램-GENIE2000-MCA Input Definition Editor 팝업  

              창을 열어 메뉴 중 Edit – Load to…를 선택하여 DET01을      

              Load 한다.

3.6 참고사항

1) 프로그램 구동시키기 위한 조건 (하드웨어)

- MCA와 PC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을 것

- 프린터 포트에 Serial Key가 삽입되어 있을 것

- PLC Control 박스의 포트와 PC com1 포트가 RS-232 통신케이블로 연  

       결되어 있을 것.

2)프로그램 구동시키기 위한 조건 (소프트웨어)

- Canberra 사의 GENIE 2000 Software가 반드시 깔려있을 것.

- Measurement Studio가 깔려 있을 것.

- FarPoint 사의 Spread 3.0이 깔려있을 것.



부록 3 : 개발 프로그램 함수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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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프로그램 PLC 관련 함수 List

1-1. PLC 관련 메모리 변수

     PLC내부에는 논리명령어로 제어내용이 입력되어 있다. 작동을 정확히 이해

하기 위해서는 논리명령어가 필요하지만, 논리명령어(mnemonic)로 된 프로그램

으로는 제어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쉽

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래더 다이아그램(Ladder Diagram)을 사용한다. 이 래더 

다이아그램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에는 직접변수, 네임드 변수(Named Variable) 

및 어레이 변수가 있다. 현재 감마스캐너에 사용된 PLC 내의 프로그램 변수는 

직접변수이다. 직접 변수는 사용자에 의한 변수 이름과 형 등의 선언 없이 이미 

maker에 의해 정해진 메모리 영역의 식별자와 주소를 사용한다.

  직접 변수에는 %I, %Q의 입출력 변수와 %M의 내부 메모리 변수가 있다. 입

출력 변수와 내부 메모리 변수의 크기는 PLC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직접 변

수는 반드시 퍼센트 문자(%)로 시작하고 다음에 위치 접두어와 크기 접두어를 

붙이며 그리고 마침표로 분리되는 하나 이상의 부호없는 정수의 순으로 나타낸

다.

표 A1. PLC LD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직접변수 종류 및 사용 예

종류 사용 예

입력 변수 %IX0.0.0, %IB0.0.1, %IW0.0.1, %ID0.0.0

출력 변수 %QX0.1.0, %QB0.1.1, %QW0.1.1, %QD0.1.0

내부 메모리 

%MX100, %MB50, %MW100, %MD100

%MB50.3, %MW100.10, %MD100.31

1-2. PLC관련 사용자 정의함수

     핵연료심재 위치제어 시스템에서 스텝 모터 제어를 위한 PLC는 LG사의 

PLC를 사용하였다. PLC 내부 메모리 변수는 표 A2와 같으며, PLC에서 PC로 

전송되는 bit read 및 PC에서 PLC로 전송하는 bit write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PLC-PC간 통신 프레임은 그림 A1과 같은 구조이며, 표 A3에 PLC 내부 

메모리 변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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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개발프로그램에 사용된 PLC 내부메모리 변수 및 내용

구분 디바이스 메모리변수 기능 비고

PLC ---> PC

(Bit Read)

%MW100 모드 설정 읽기

%MW101 이동거리 읽기

%MW102 모터구동 읽기

%MW103 에러확인 접점

%MW104 원점완료 읽기

%MW105 에러코드 읽기

PC ---> PLC

(Bit Write)

%MW151 원점이동

%MW152  모터 시계방향 구동 연속

%MW153 모터 반시계방향 구동 연속

%MW154 일시정지

%MW157 강제종료

%MW158 이동속도

%MW159 에러리셋

%MW160 모터 시계방향 구동 One Step

%MW161 모터 반시계방향 구동 One Step

%MW162 영점설정

%MW150 거리설정

그림 A1. PLC-PC간 통신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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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개발프로그램에 사용된 PLC 관련 사용자 정의함수

기 능
PLC 내부 

메모리 번지
함수명 비고

Remote체크 %MW100 void PLCRemoteCheck() PLC->PC

현재 거리 읽기 %MW101 void PLCReadDistance() "

모터 구동 체크 %MW102 void PLCMovingCheck() "

원점 체크 %MW104 void PLCSPointCheck() "

에러 코드 %MW105 void PLCErrorCodeCheck() "

거리 셋팅 %MW150 void PLCSetDistance() PC->PLC

원점 이동 %MW151 void PLCSPointMoving() "

시계 방향 구동 %MW152 void PLCCWMoving() "

시계 방향 구동 정지 %MW152 void PLCCWOff() "

반시계 방향 구동 %MW153 void PLCCCWMoving() "

반시계 방향 구동 정지 %MW153 void PLCCCWOff() "

일시 정지 %MW154 void PLCMomentStop() "

정지 %MW157 void PLCCompleteStop() "

에러 리셋 %MW159 void PLCErrorReset() "

시계 방향 One step 구동 %MW160
void 

PLCOneStepCWMoving()
"

반시계 방향 One step 구동 %MW161
void 

PLCOneStepCCWMoving()
"

영점 셋팅 %MW162 void PLCZeroSet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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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프로그램 MCA 관련 함수 List

2-1. MCA 함수 중 적용된 사용함수

     Mvc Active-X component는 검출기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제어와 윈도

우 디스플레이용으로 디자인 되었다. Mvc Active-X component는 프로그램 메

인윈도우에 삽입하고 Class로 지정하면 많은 함수들이 선언된다. 그 중에서 개

발프로그램에 사용한 함수를 표 A4에 제시하였다.

표 A4. 개발프로그램에 적용된 함수 리스트

함수명 내용

void CMvc::SetExpandMode(BOOL bNewValue) 스펙트럼 윈도우 창 확대

void CMvc::AcquireStart(long Options) 측정시작

void CMvc::AcquireStop(long Options) 측정정지

void CMvc::Clear(long Options) 메모리 비우기

void CMvc::Open(LPCTSTR bsrtName, long lOptions, long 

Source Type, LPCTSTR bstrCom, long Baud Rate)
데이터 소스파일 열기

void CMvc::Close(long lOptions) 닫기

void CMvc::AddRoi() ROI 추가

void CMvc::DeleteRoi() ROI 삭제

void CMvc::DeleteAllRois() 모든 ROI 삭제

void CMvc::CloseAll() 모든 Device 닫기

void CMvc::GetParam(long Params, long lRec, long lEntry) 파라메터 읽기(측정일시)

void CMvc::SpectroscopyAcqurieSetup(long Mode, double 

Limit, long lStart, long lEnd, double Elapsed Time)
MCA 측정조건 셋업

void CMvc::Save(LPCTSTR Name, BOOL OverWrite) 스펙트럼 파일 저장

void CMvc::ExportData(LPCTSTR FileNeam)
스펙트럼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export

void CMvc::MoveSpectralPlotCustor(long Cursor, float 

Value, Bool IsEnergy)
피크 커서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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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ENIE 2000 Library에서 제공하는 전체 MCA 함수 List

     앞서 설명한 Mvc Active-X component를 프로그램에 삽입하면 아래에 나

열하는 제공함수들이 멤버함수로서 자동선언이 된다.

void CMvc::SetBackColor(unsigned long newValue)

unsigned long CMvc::GetBackColor()

BOOL CMvc::GetExpandMode()

void CMvc::SetExpandMode(BOOL bNewValue)

BOOL CMvc::GetLinearScale()

void CMvc::SetLinearScale(BOOL bNewValue)

BOOL CMvc::GetDisplayPoints()

void CMvc::SetDisplayPoints(BOOL bNewValue)

BOOL CMvc::GetShowStatus()

void CMvc::SetShowStatus(BOOL bNewValue)

BOOL CMvc::GetShowInfo()

void CMvc::SetShowInfo(BOOL bNewValue)

BOOL CMvc::GetShowCompressedData()

void CMvc::SetShowCompressedData(BOOL bNewValue)

unsigned long CMvc::GetRoiType1Color()

void CMvc::SetRoiType1Color(unsigned long newValue)

unsigned long CMvc::GetRoiType2Color()

void CMvc::SetRoiType2Color(unsigned long newValue)

unsigned long CMvc::GetRoiType3Color()

void CMvc::SetRoiType3Color(unsigned long newValue)

unsigned long CMvc::GetRoiType4Color()

void CMvc::SetRoiType4Color(unsigned long newValue)

unsigned long CMvc::GetKeylineColor()

void CMvc::SetKeylineColor(unsigned long newValue)

unsigned long CMvc::GetNuclineColor()

void CMvc::SetNuclineColor(unsigned long newValue)

long CMvc::GetNumberOfTicks()

void CMvc::SetNumberOfTicks(long nNewValue)

void CMvc::DisplaySource(const VARIANT& vVar)

void CMvc::AcquireStart(long Options)

void CMvc::AcquireStop(long Options)

void CMvc::AcquirePause(long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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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CMvc::Clear(long Options)

void CMvc::Open(LPCTSTR bstrName, long lOptions, long SourceType, 

LPCTSTR bstrCom, long BaudRate)

void CMvc::Close(long lOptions)

LPDISPATCH CMvc::GetCurrentDataSource()

void CMvc::SetCurrentDataSource(LPDISPATCH newValue)

void CMvc::AddRoi()

void CMvc::DeleteRoi()

void CMvc::NextRoi()

void CMvc::PreviousRoi()

VARIANT CMvc::GetSourceList()

void CMvc::DeleteAllRois()

void CMvc::SaveRois(LPCTSTR Name, BOOL OverWrite)

void CMvc::LoadRois(LPCTSTR Name, BOOL ByEnergy)

void CMvc::CloseAll()

VARIANT CMvc::GetParam(long Params, long lRec, long lEntry)

void CMvc::SetParam(long Params, long lRec, long lEntry, const 

VARIANT& newValue)

VARIANT CMvc::GetParamArray(VARIANT* pvCodes, long lRec, long 

lEntry)

void CMvc::SetParamArray(VARIANT* pvCodes, long lRec, long lEntry, 

const VARIANT& newValue)

void CMvc::Save(LPCTSTR Name, BOOL OverWrite)

void CMvc::SetDisplayType(long nNewValue)

long CMvc::GetDisplayType()

void CMvc::SpectroscopyAcquireSetup(long Mode, double Limit, long 

lStart, long lEnd, double ElapsedTime)

void CMvc::NeutronAcquireSetup(float GateWidth, float Predelay, double 

CountTime, long Cycles, long HighVoltage, float DeadTime, BOOL Verify)

void CMvc::CopyToClipBoard()

void CMvc::NextSource()

void CMvc::PreviousSource()

CString CMvc::GetCurrentDataSourceName()

long CMvc::GetCurrentDataSourceType()

void CMvc::PrintPlotDialog()

void CMvc::VerifyInputDevices()

void CMvc::Zoom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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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CMvc::GetActivateZoom()

void CMvc::SetActivateZoom(BOOL bNewValue)

void CMvc::GetPlotLimits(double* MinX, double* MaxX, double* MinY, 

double* MaxY)

void CMvc::SetPlotLimits(double MinX, double MaxX, double MinY, double 

MaxY)

long CMvc::GetDisplayUpdateRate()

void CMvc::SetDisplayUpdateRate(long nNewValue)

BOOL CMvc::GetShowSpectralDataSpreadSheet()

void CMvc::SetShowSpectralDataSpreadSheet(BOOL bNewValue)

BOOL CMvc::GetShowCalculationSpreadSheet()

void CMvc::SetShowCalculationSpreadSheet(BOOL bNewValue)

BOOL CMvc::GetShowInputDevSpreadSheet()

void CMvc::SetShowInputDevSpreadSheet(BOOL bNewValue)

void CMvc::ExportData(LPCTSTR FileName)

unsigned long CMvc::GetSpectrumColor()

void CMvc::SetSpectrumColor(unsigned long newValue)

BOOL CMvc::GetShowCoincidenceSpreadsheet()

void CMvc::SetShowCoincidenceSpreadsheet(BOOL bNewValue)

void CMvc::PlotCoincidenceRate(long RateToPlot)

BOOL CMvc::GetAutoScale()

void CMvc::SetAutoScale(BOOL bNewValue)

float CMvc::GetNumberOfStandardDeviations()

void CMvc::SetNumberOfStandardDeviations(float newValue)

void CMvc::PlotCoincidenceDistribution(long RateToPlot)

long CMvc::GetCoincidenceRateDistributionBinSize()

void CMvc::SetCoincidenceRateDistributionBinSize(long nNewValue)

void CMvc::PlotHistogram(long Rec)

void CMvc::PlotScalarBank(long Rec)

long CMvc::GetNumberOfSources()

BOOL CMvc::GetShowingMultiplicity()

BOOL CMvc::GetShowingRateDistribution()

BOOL CMvc::GetShowingRatePlot()

BOOL CMvc::GetShowingScalars()

BOOL CMvc::GetShowXAxisGridLines()

void CMvc::SetShowXAxisGridLines(BOOL bNewValue)

BOOL CMvc::GetXAxisAs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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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CMvc::SetXAxisAsEnergy(BOOL bNewValue)

BOOL CMvc::GetShowYAxisGridLines()

void CMvc::SetShowYAxisGridLines(BOOL bNewValue)

BOOL CMvc::GetShowPlotBorders()

void CMvc::SetShowPlotBorders(BOOL bNewValue)

BOOL CMvc::GetHasNeutronAndSpectroscopy()

long CMvc::GetPlotPointSize()

void CMvc::SetPlotPointSize(long nNewValue)

BOOL CMvc::DataSourceIsLoaded(LPCTSTR Name)

BOOL CMvc::GetShowSpectralPeakInformation()

void CMvc::SetShowSpectralPeakInformation(BOOL bNewValue)

void CMvc::NextNuclideLine()

void CMvc::PreviousNuclideLine()

void CMvc::NextNuclide()

void CMvc::PreviousNuclide()

BOOL CMvc::GetShowSpectralNuclideAnnotationsLines()

void CMvc::SetShowSpectralNuclideAnnotationsLines(BOOL bNewValue)

void CMvc::MoveSpectralPlotCursor(long Cursor, float Value, BOOL 

IsEnergy)

long CMvc::GetNumberOfSpectralRois()

BOOL CMvc::GetFillSpectralRois()

void CMvc::SetFillSpectralRois(BOOL bNewValue)

BOOL CMvc::GetEnableDragAndDrop()

void CMvc::SetEnableDragAndDrop(BOOL bNewValue)

VARIANT CMvc::GetParamArrayEx(long Code, long Num, long Options, 

long lRec, long lEntry)

void CMvc::SetParamArrayEx(long Code, long Num, long Options, long 

lRec, long lEntry, const VARIANT& newValue)

BOOL CMvc::IsWarning(long lStat)

BOOL CMvc::IsError(long lStat)

CString CMvc::Message(long Code)

BOOL CMvc::GetIsModified()

void CMvc::SpectralPlotAxisLabels(LPCTSTR ChanX, LPCTSTR EnergyX, 

LPCTSTR Y)

void CMvc::AddRoiEx(long Start, long End, long Type)

void CMvc::DeleteRoiEx(long Start, long End, long Type)

BOOL CMvc::GetRealTimeUpdateExp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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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CMvc::SetRealTimeUpdateExpandBox(BOOL bNewValue)

void CMvc::ShowVertAnnotationLines(VARIANT* Lines, VARIANT* Color, 

VARIANT* LineTypes)

void CMvc::HideVertAnnotationLines()

VARIANT CMvc::GetProperties(const VARIANT& Prop)

void CMvc::SetProperties(const VARIANT& Prop, const VARIANT& 

newValue)

long CMvc::RoiType(long LeftCh, long RightCh)

void CMvc::AttachSynchronousDevices(LPCTSTR bstrName, long lOptions, 

long lType, LPCTSTR bstrExtra, long lBaudRate)



부록 4 : PLC Ladd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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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스캐닝 시스템에 적용된 PLC Ladder diagram

행 0 : a 접점(평상시 열린 접점) %IX0.1.1을 ON 시키고 b 접점(평상시 닫힌 

접점)%IX0.1.0과 AND 연산을 수행하면 기동가능 출력접점이 ON인 상태가 된

다. (입력접점 1)  AND  (입력접점 NOT 0) = 1

행 1, 행 2 : 행 0에서 기동가능 출력접점이 1이 된 상태면 행 1에서 기동가능 

입력접점(1)과 LOCAL접점이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LOCAL 접점이 1이면 오른

쪽 LOCAL 출력접점이 ON(1)인 상태이고 아니면 REMOTE 출력접점이 ON(1)

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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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14 : 위치결정 모듈 정보를 읽어온다. 입력접점 ON이 1이 되면 FB(Function 

Block)가 실행이 된다. 2개의 FB중 FB 인스턴스 이름이 INST1 APM_CRD 

REQ DONE인 FB는 현재운전중의 상태 값 읽어 출력해 준다. BASE에 0, 

SLOT에 3, AXIS에 0을 입력받으면 ERR단자에 error 정보, CA 단자에 현채위

치, CV 단자에 현재운전속도, STEP 단자에 현재운전데이터가 출력된다. 또한 

INST3 APM_SRD REQ DONE는 현재 운전상태의 비트정보를 읽어 출력해 준

다. 입력변수 Base에 0, Slot에 3, Axis에 0이 입력되면 출력변수 ST1, ST2, 

ST3, ST4, ST5, ST6, ST7에 현재 운전상태의 비트정보를 출력한다. 각 출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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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은 8개의 데이터 값을 갖는 Boolean형 배열타입이다.

행 24 : 행 24부터 행 35에 작성된 입력접점 및 출력접점은 앞서 출력된 변수

(ST1, ST2, ST3, ST5)를 이용하여 현재 운전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각 입력접

점에 따른 운전 상태는 다음 표 A5와 같다.

표 A5. 현재 운전 상태에 관한 입력접점과 출력접점.

입력접점 변수명 접점방식 출력접점

ST1[0] a 접점 운전 중

ST1[1] a 접점 에러상태

ST1[2] a 접점 위치결정완료

ST1[4] a 접점 원점결정

ST1[5] a 접점 펄스출력금지

ST1[6] a 접점 정지 상태

ST2[0] a 접점 상한 리미트 검출

ST2[1] a 접점 하한 리미트 검출

ST2[2] a 접점 비상정지 상태

ST2[3] a 접점 역방향 운전

ST3[5] a 접점 원점복귀 운전중

ST4[0] a 접점 Jog 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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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37 : 기동가능 입력접점이 ON 이면 %QX0.2.11 출력접점 ON

행 38 : 기동가능 입력접점이 ON 이고 LOCAL 입력접점 ON이면 AND 연산을 

통해 형 변환 FB을 수행한다. 형 변환 FB BCD_TO_INT는 BCD 코드의 입력 

데이터를 바이너리 코드(정수)로 바꾸어 이동거리_INT 변수 저장

행 39 : REMOTE 입력접점이 ON 이면 전송 FB을 수행한다. 전송 FB는 입력 

변수 IN1 값을 그대로 출력변수 OUT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PC_

이송거리%MW150이 입력되면 이동거리_INT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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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42 : 기동가능 입력접점이 ON이면 형 변환 FB인 INT TO DINT를 수행한

다. 이 FB는 입력 변수 Integer를 Double Integer로 변환하는 FB이다. 따라서 

행 39에서 출력된 이동거리_INT를 이동거리_DINT로 형 변환하여 출력한다.

행 43 : 기동가능 입력접점이 ON이면 행 42에서 출력된 이동거리_DINT 값을 

산술연산 FB를 통해 연산을 수행한다. 산술연산 FB에서 MUL은 IN1과 IN2를 

곱하기 연산하여 OUT단자에 출력하는 FB이므로 행 42에서 변환된 이동거리

_DINT(IN1)×모터 회전당 펄스수(IN2)를 하여 이동거리_MM에 출력한다. 또 출

력된 이동거리_MM(IN1)과 모터 회전당 이송거리(IN2)를 나누기 연산수행하여 

이동거리2에 출력한다.

행 47 : 기동가능 입력접점이 ON이면 행 43에서 출력된 이동거리2(IN1)과 

10(IN2)를 나누어 이동거리1에 출력한다. 여기서 사용된 FB는 산술FB 중 나누

기 FB이다. 단, 여기서 10을 나눈 것은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환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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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64 : LOCAL 입력접점이 ON인 상태이고 1STEP PBL(1 step push button 

lamp)에 대한 입력접점 %IX0.1.7이 ON, AUTO RUN이 OFF(0->1), 이송완료

센서에 대한 입력접점 %IX0.1.0이 OFF(0->1)이면 AND 연산에 의해 직접기동 

운전 FB가 수행된다.

행 65 : LOCAL 입력접점이 ON인 상태이고 AUTO_MOVE 입력접점이 ON(1), 

이송완료센서에 대한 입력접점이 OFF(0->1)이면 직접기동 운전 FB가 수행된

다.

행 66 : REMOTE 입력접점이 ON인 상태이고 PC STEP CW 입력접점이 

ON(1), 이송완료센서에 대한 입력접점이 OFF(0->1)이면 직접기동 운전 FB가 

수행된다.

행 67 : REMOTE 입력접점이 ON인 상태이고 PC STEP CCW 입력접점이 

ON(1), 이송완료센서에 대한 입력접점이 OFF(0->1)이면 직접기동 운전 F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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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다.

행 68 : REMOTE 입력접점이 ON인 상태이고 PC_강제종료 입력접점이 ON이 

되면 비상정지 지령에 대한 FB가 수행된다.

행 72 : LOCAL 입력접점이 ON인 상태이고 HOME PBL 입력접점이 

OFF(0->1)이면 원점복귀 지령 FB가 수행된다.

행 73 : REMOTE 입력접점이 ON이고 PC_HOME ON이면 원점복귀 지령 FB가 

수행된다.

행 77 : REMOTE가 ON인 상태이고 %MW162의 입력접점이 ON이 되면 현재

위치 Preset FB를 수행한다. 여기서 %MW162는 양 변환 검출접점으로서 해당 

메모리 논리값이 OFF ->으로 변화하는 순간 1 스캔 동안 ON이 된다.

행 78 : 운전 중 입력접점이 ON이고 이송완료센서(%IX0.1.0)이 ON, 원점복귀

운전 중이 OFF이면 감속정지 지령 FB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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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79 : REMOTE 입력접점이 ON이고 일시정지PC 명령(%MW154)이 ON, 원

점복귀운전 중이 OFF이면 감속정지 지령 FB가 수행된다.

행 82 : 운전 중 입력접점이 ON인 상태이고 AUTO STOP(%IX0.1.4)가 ON이면 

감속정지 지령 FB가 수행된다.

행 83 : PC_강제종료명령(%MW157)이 ON이면 감속정지 지령 FB가 수행된다.

행 84 : REMOTE 입력접점이 ON이고 상한 리미트 검출이 ON이면 감속정지 

지령 FB가 수행된다.

행 85 : REMOTE 입력접점이 ON이고 하한 리미트 검출이 ON이면 감속정지 

지령 FB가 수행된다.

행 86 : REMOTE 입력접점이 ON이고 CW_RUN(%MW152)이 ON이면 JOG 

CCW 출력접점이 ON된다.

행 87 : LOCAL 입력접점이 ON이고 JOG CW PBL(%IX0.1.5)가 ON이면 JOG 

CCW 출력접점이 ON 된다.

행 88 : LOCAL 입력접점이 ON이고 JOG_RUNNING 입력접점이 ON이면 JOG 

운전 FB를 수행한다.

행 89 : 상한 리미트 검출이 OFF(0->1), 하한 리미트 검출이 OFF(0->1), 

REMOTE ON, CW_RUN(%MW152.0)이 ON이면 JOG 운전 FB를 수행한다.

행 90 : 상한 리미트 검출이 OFF(0->1), 하한 리미트 검출이 OFF(0->1), 

REMOTE ON, CCW_RUN(%MW153.0)이 ON이면 JOG 운전 FB를 수행한다.

행 96 : 행 97부터는 PLC 컨트롤 박스 판넬 전면에 위치한 Lamp들의 출력에 

관한 것이다. AUTO_RUN의 입력접점과 기동가능 입력접점 모두 ON이면 출력

접점 AUTO STATR LAMP(%QX0.2.0)가 ON이 된다.

행 97 : AUTO_RUN의 입력접점이 OFF(0->1)이고 기동가능 입력접점이 ON이

면 출력 접점 AUTO STOP LAMP(%QX0.2.1)가 ON이 된다.

행 98 : JOG CW PBL(%IX0.1.5)가 ON, JOG운전중 ON, 기동가능 ON이면 CW 

Lamp가 ON

행 99 : CW LAMP(%QX0.2.0)가 ON, JOG운전중 ON, 기동가능 ON이면 CW 

Lamp가 ON

행 100 : 상한 리미트 검출이 ON, T1S가 ON이면 CW Lamp가 점멸

행 101 : JOG CCW PBL(%IX0.1.5)가 ON, JOG 운전 중 ON, 기동가능 ON이

면 CCW Lamp가 ON

행 102 : CCW LAMP(%QX0.2.0)가 ON, JOG 운전 중 ON, 기동가능 ON이면 

CCW Lamp가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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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103 : 하한 리미트 검출이 ON, T1S가 ON이면 CCW Lamp가 점멸

행 104 : 1 STEP PBL(%IX0.1.7) 입력접점이 ON, 위치결정완료 입력접점이 

OFF(0->1), 기동가능 접점이 ON이면 1 STEP Lamp(%QX0.2.4)가 ON

행 106 : 원점복귀운전 중 입력접점이 ON이고 기동가능 입력접점이 ON이면 

HOME Lamp(%QX0.2.5)가 ON

행 107 : 원점결정이 OFF(0->1)이고 T1S가 ON, 기동가능 입력접점이 ON이면 

HOME Lamp(%QX0.2.5)가 ON

행 108 : 입력접점 원점결정이 ON, E.M STOP ON, SYSTEM이 OFF(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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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HOME_RST출력접점이 ON

행 111 : 입력접점 HOME Lamp가 ON이고, 에러상태 및 E.M STOP 접점이 

OFF이면 HOME_C CTU 블록 펑션이 동작한다.

행 112 : 입력접점 %MW163 운전완료가 ON이 되면 BZ_DELAY TOF FB(Off 

Delay timer)를 수행한다.

행 115 : BZ_DELAY.Q 입력접점이 ON이 되면 출력접점(%QX0.2.15)가 ON이 

되고 Buzzer가 울린다.

행 116 : 에러상태일 경우 Buzzer가 울린다.

행 120 : 입력접점 REMOTE이 ON이면 %MW100.0의 출력접점이 On이 되고 

Off인 경우 엔코더 Preset FB가 수행된다. 또한 On인 경우 엔코더 값 읽기 FB

가 수행된다.

행 126 : REMOTE가 On이면 곱하기 FB를 수행한다. 현재위치 값과 5를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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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위치1에 출력한다. 그리고 나누기 FB를 수행하여 현재위치1 값과 50을 

나누기 하여 현재위치2에 출력한다.

행 130 : 현재위치2 값을 int 형으로 변환하여 현재위치 3에 출력하고 다시 현

재위치3과 -1을 곱하기하여 PC현재위치(%MW101)에 출력한다.

행 135 : REMOTE가 On이고 운전중이면 출력접점 %MW102를 On 시킨다.

행 136 : REMOTE가 On이고 에러상태이면 출력접점 %MW103을 On 시킨다.

행 137 : REMOTE가 On이고 원점결정이면 출력접점 %MW104를 On 시킨다.

행 139 : REMOTE가 On이고 원점이동명령(%MW151)이 On이면 출력접점 

PC_HOME을 On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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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140 : REMOTE가 On이고 CW_RUN(%MW152)이 On이면 출력접점 

PC_JOG_CW를 On시킨다.

행 141 : REMOTE가 On이고 강제종료(%MW157)이 On이면 출력접점 PC_강제

종료를 On시킨다.

행 142 : REMOTE가 On이고 에러리셋(%MW159)이 On이면 출력접점 

PC_ERR_RST를 On시킨다.

행 143 : REMOTE상태이고 에러상태이면 에러정보를 전송FB를 통해 에러코드 

출력변수에 저장한다. 에러코드 값을 INT로 변환하여 ERROR_CODE 

(%MW105)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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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148 : 행 148에서부터 행 168까지는 파라미터 설정에 관한 래더 프로그램으

로서 수동운전 파라미터 설정, 원점복귀 파라미터 설정, 기본 파라미터 설정 및 

확장 파라미터 설정에 관한 FB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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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압출로 제조된 핵연료심의  

길이방향 균질도 검사에 사용되는 감마스개닝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사용장비 및 표준선원

     사용장비 : Gamma scanner

               시편 이송장치 

     표준선원 : MGS-4

 3. 참고문서 및 사용양식   

    • 감마스캔닝 작업지침서(HFMI 320-1)

 

 4. 성능 확인 절차

  4.1 장비 규격 확인

   4.1.1 Multichannel analyzer

        Type : Model MPT-16E

        ADC : internal

        Conversion time : Fixed 8㎲

        기타 : LLD, ULD, Zero, DEADTIME LED

   4.1.2 Germanium detecter

        Type : BE2820

        Relative efficiency  13%

        Energy resolution : 2.0 keV FWHM at 1.332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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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Highvoltage power supply

        Type : Model 3106D   

        Supply voltage : ±24V and +12V by NIM Bin

        Current voltage : 0 - 6000VDC,  300μA

        LN2 level meter

   4.1.4 Spectroscopy amplifier

        Type : Model 2025    

        Noise : ≤ 4.5 ㎶ rms

        Gain range : continuously variable from X2.5 to X1500

        Shaping time : 0.5, 1, 2, 4, 6, 12㎲

   4.1.5 NIM BIN power supply 

        Type : Model 2100

        Voltage & current :  ±6V 10A, ±12V 4A, ±24V 2A

        DC output rating : 150watt

        DC Output voltage regulation : < 0.05%

        Time stability : < 0.05%

   4.1.6 표준선원 및 Software

        표준선원 : MGS-4

        Software : Genie-2000 Basic spectroscopy software

   4.1.7 시편이송장치

        최대 stroke : 2000mm

        이송속도 : step A   6.3 - 94.4mm/min

                   step B   15.8 - 296mm/min

                   step C   315 - 472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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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시간 : 0 - 5min

                   1초 단위로 설정 가능

        운전방식 : 수동운전

                   자동운전 - 일정한 속도로 연속운전

                              정해진 시간 이송후 정해진 시간 정지 반복 

  4.2 에너지 교정

   4.2.1  High voltage power supply 스위치를 on하고 high voltage를 100 V/sec 이하의 

속도로 3.5 kV까지 증가시킨다.

   4.2.2 'Gamma acquisition & analysis' program를 실행한다.

   4.2.3 MGS-4 및 Co-60 표준선원을 Detector 앞에 놓는다.

   4.2.4 File menu에서 ‘Open Datasource'를 선택하고 이후 menu에서 Detector 및 DET01

를 선택하고, Clear key를 누른고 data를 지운후  Start key를 누른다. 

   4.2.5 측정을 완료한 후 Co-60의 1173.2keV peak를 Spectroscopy amplifier의 Fine Gain

를 사용하여 4808 channel에 맞추고, EU-155의 86.5keV peak를 Multichannel 

analizer의 ZERO를 이용하여 355 channel에 맞춘다.

   4.2.6 Calibrate menu에서 Energy Full, By Nuclide List를 차례로 선택하고, Library를  

MGS-4(Co-60).NLB로 선택한 후 Eu-155, Co-57, Sn-113, Cs-137, Mn-54, Zn-65, 

Co-60를 모두 선택하고 OK 키를 누른다.

   4.2.7 Energy Calibration Full 창이 뜨면 Peak Edit Energy 선택한 후 스펙트럼 창에 나

타난 Eu-155 peak에 커서를 위치하게 한 후 Cursor key를 누른다. 다시 Co-60 

peak에 커서를 위치하게 한 후 Cursor key를 누르고 AUTO key를 누른면 나머지 

에너지 값에 대응하는 channel 값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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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나머지 표준선원의 peak 에너지값이 표1에 표시된 에너지값과 2kev 이내에 일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OK key를 누른 후 이 교정 값을 save한다.

   4.2.3 나머지 장비의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PRESET PREAMP : on

          PRESTORER : NORM, ASYM

          PUR : on

          COARSE GAIN : 20

          SHARPING MODE : gaussian

          SHARPING TIME : 4

          INPUT : NORM +        

표 1. 표준선원

 선 원  Energy(keV) Activity(Bq)

 Eu-155

60

3,75086.5

105.3

Co-57
122.06

3,460
136.47

Sn-113 391.69 7,170

Cs-137 661.66 1,720

Mn-54 834.84 24,000

Zn-65 1115.2 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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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비관리

   4.3.1 측정이 완료되면 high voltage를 100V/sec 이하의 속도로 0 V까지 내린다.

   4.3.2 HV 스위치를 off하고 실수로 high voltage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lock을 걸어 

둔다.

  5. 검사 주기

    에너지 교정 검사는 1달에 1번씩 수행한다.

  6. 합격 판정 기준

   6.1 각 장비의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스위치, button 및 display 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한다.

   6.2 표준선원의 peak 에너지 값이 표1에 표시된 에너지 값과 2keV 이내에 일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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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Calibration 보고서 -

Peak Locate Analysis Report 2005-01-03 9:59:11 AM Page  1

**************************************************************************

***** P E A K    L O C A T E    R E P O R T ********

**************************************************************************

Detector Name:  DET01                           

Sample Title:   에너지 교정                                       

Peak Locate Performed on:  2005-01-03  9:59:10 AM

Peak Locate From Channel:      1

Peak Locate To Channel:     8192

Peak Search Sensitivity:       3.00

Peak Centroid Centroid Energy Peak

No. Channel Uncertainty (keV) Significance

1 176.75 0.4231 43.03 4.17

2 298.85 0.3205 72.83 4.62

3 307.77 0.2412 75.01 9.36

4 355.44 0.2384 86.64 9.93

5 383.00 0.5597 93.37 3.19

6 432.35 0.2365 105.42 9.10

7 500.96 0.2392 122.16 8.43

8 762.13 0.3605 185.91 3.71

9 1341.31 0.3701 327.26 3.36

10 2713.22 0.2442 662.10 4.84

11 3422.34 0.1572 835.17 9.11

12 3590.37 0.3336 876.19 3.02

13 4808.06 0.0691 1173.38 42.78

14 5460.12 0.0700 1332.53 39.65

15 5987.26 0.2421 1461.19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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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 내외)
 

  본 프로그램은 Visual C++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입출력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

이스와 측정조건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포트 통신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부 및 MCA(Multi Channel Analyzer) 제어

부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C와 PLC CPU 사이의 통신방식은 Rs-232C 비동기식 

방식이며, 포트통신 방법은 Thread 기법을 적용하였다. PLC 제어 프로그램은 PLC 전용 

명령어가 적용되었으며, PLC CPU와 PC간의 원활한 데이터 통신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

하였다. 또한 측정조건의 입력의 경우 측정간격, 측정시간, ROI값 및 허용오차 등은 각 

측정구간마다 독립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Canberra사의 

programming library는 MCA 기능에 따라 선언된 변수와 함수를 내장한 헤드파일을 포

함하고 있으며, 이 헤드파일을 활용하여 MCA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균질도 측정 시스템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합 제어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성

능시험을 수행하였다. 700 mm 길이의 핵연료심재에 대해 28개 측정지점에서 감마계수를 

각각 50초 동안 측정하여 감마 측정시스템의 측정 정확도 향상과 측정시간 단축을 확인

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 내외)
 감마스캐닝, MCA, PLC, 통합제어프로그램, 핵연료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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