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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DC-TOF 장치 제어 소 트웨어 Framework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되고 있는 DC-TOF는 새로운 냉 자 장치로써 30 MW의 하

나로 고출력 성자로부터 0.1-10 mV의 넓은 범 의 출력을 갖도록 최 화 될 것이

다.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DC-TOF는 11개의 패 들로 나 어진 총 352개의 

2m길이인 치 민감 검출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DC-TOF의 주요 개발의 하나는 신호

처리시스템과 연동되는 최 화된 데이터 획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DC-TOF의 각 패 에 있는 신호처리 시스템은 그것의 끝단에 ethernet을 가진 DSP

를 가지고 있다. 이 DSP는 Main DAQ와 1 Gbit ethernet으로 연결되어 있다. Main 

DAQ는 11개의 패 들로부터 event data를 모아 장한다. Main Control은 그래피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Main DAQ를 실행/제어하면서, event data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

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진은 여러개의 신호처리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에서 잘 작동하는 Main 

DAQ/Main Control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소 트웨어는 GUI을 사용하여 DC-TOF

를 동작시키며 event data를 모니터링을 편리하게 하 다. 한 당 100 K event의 

송률 테스트 결과는 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 송률을 보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개발 확장성

 

1) 여러개의 신호처리시스템들로 부터의 데이터를 획득해야 하는 복잡한 검출기 시스

템에 응용

2) Main DAQ를 C++로 다시 작성함으로써 송률의 향상을 기



     

SUMMARY

Ⅰ.  Title : Development of DC-TOF control software framework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isk-Chopper Time-of-Flight spectrometer (DC-TOF) is a new cold neutron 

instrument under construction a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With a high neutron flux from the 30 MW research reactor, HANARO, it 

is designed to be optimized for high throughput with a wide dynamic range of 0.1 

- 10 meV. In order to archieve the design goal, it will be equipped with a total of 

352 2m PSDs(Position Sensitive Detectors), which are grouped into 11 panels. One 

of the primary developments of the DC-TOF is to design and construct optimized 

data acquisition system together with electronics system.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Each electronics board of DC-TOF panels has one DSP(Digital Signal Processor) 

with an ethernet interface at its back-end. This DSP then communicates with the 

main DAQ PC with 1 Gbit ethernet. The main DAQ server merges and saves 

event data collated from the 11 panels. The main Control PC controls connections 

between the main DAQ and the panels, while running operations of the main DAQ 

and monitoring view of event data by a graphical user interface. 

Ⅳ. Results

 We developed the main DAQ/Control software works well between multi-DSPs of 

electronics and user. It is convenient to operate DC-TOF system and monitor it's 

data quality using GUI(Graphical User Interface). Also it satisfies design throughput 

with test result of 100K events/s.   

Ⅴ. Applications & Upgrade



1) data acquisition from multiple detector system

2) throughput improvement rewriting Main DAQ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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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C-TOF 데이터 획득 시스템의 개념도

제 1 장 서론

제 1  연구개발의 목   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냉 성자 시설에 설치되는 DC-TOF(Disk Chopper Time of 

Flight spctrometer)는 총 352개의 성자 치민감 검출기(Neutron Position Sensitive 

Detector)들로 구성되며 최종 으로 11조의 신호처리시스템들에 의해 각각 32개의 검출기들의 

아날로그/디지털 신호처리  TCP/IP를 통한 데이터 송을 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를 

한 11조의 신호처리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 획득, 처리  장을 한 Software의 개발이 

요구된다. DC-TOF Software개발은 11조의 신호처리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 획득, 장하는 

Main DAQ와 Main DAQ를 통해 신호처리시스템들의 작동을 제어하고 Main DAQ에 의해 획

득된 데이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Main Control로 나 어진다. 

  

1. Main DAQ

가. 11개의 신호처리 시스템들로부터 event data를 TCP/IP를 통해 획득한다.

나. event data를 ROOT 일 포맷으로 장한다.

다. 신호처리시스템들과 Main Control 사이의 Command/Response를 달한다.

라. 샘 링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해 Main Control로 송한다.

2. Main Control

가. 제어명령을 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Command 인터페이스

나. 모니터링 그래 의 실시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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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성자 산란은 물질 내부의 구조나 동역학을 연구하기 해 성자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

료에 조사하여 시료와 상호작용하여 산란된 성자를 측정하는 실험 기법이다. 비탄성 성자 

산란 기법을 이용하면 물질 내부의 격자나 스핀의 움직임, 분자의 운동을 측정한다. 따라서, 이

러한 장치의 개발이 국내에 시 한 실정이다. 이  비행시간 분 장치(Time-of-Flight 

Spectrometer)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에 필요한 검출기, 자회로  데이터 획득 소 트웨

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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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표  비탄성 성자 산란 방법으로는 삼축 분 장치, 비행시간 분 장치, 스핀에코 분 장

치  후방산란 분 장치 등이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각 목 에 맞게 실험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행시간 분 장치인 DC-TOF는 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 학을 심으로 개발 에 

있고, 이에 한 신호처리시스템은 천문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에서 공동 개발하 고 테스트 

에 있다.

 본연구진은 일본 KEK의 Belle실험에서 데이터획득시스템을 업그 이드에 참여한 경험이 있

으며, 여러 FADC를 사용하는 KIMS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획득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

며, 다양한 신호처리시스템에 한 데이터 획득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DC-TOF의 데이터 획득시스템과 소 트웨어를 신호처리시스템과 연동하면

서 개발하 다. 소 트웨어 개발을 해 과학분야에서 데이터 취득 시스템  데이터 분석에 

리 사용되고 있는 ROOT라이 러리를 DC-TOF 데이터 획득시스템과 소 트웨어개발에 

용하 다. 이는 성자산란 연구분야에서는 최 의 시도로써 성자산란 연구계의 데이터 획득

기술측면에서의 심사 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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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C-TOF 신호처리시스템개념도

그림 3 DC-TOF 데이터 포맷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신호처리시스템의 개요

 DC-TOF는 11개의 검출기패 을 한 총 11조의 동일한 신호처리시스템들로 구성되며, 하나

의 신호처리시스템은 32개의 검출기들을 한 신호처리를 담당한다. 

 비탄성 충돌 성자가 치 민감 검출기(PSD)로 들어오면 검출기에 걸리는 고 압(HV)에 의

해 검출기의 양 끝쪽(각각 왼쪽, 오른쪽이라고 명명)으로 모이는 분할된 하들의 양에 의해 

검출기 길이 방향의 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출기당 두 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할 필

요가 있는데, 2개씩의 증폭기(AMP)들과 4096채 을 갖는 A-D(Analog to Digital) Converter

들로 이루어진 PAM이 그 일을 담당한다. 각 4개의 PSD에서의 왼쪽, 오른쪽 ADC값들의 가지

고 FPGA(Fi그 d Programmab일을 Gate Array)를 통해 각각의 검출기를 한 8bit의 STX, 16bit

의 ID(1-11까지의 8bit pan그  id, 하나의 pan그 에서 1-32까지의 8bit PSD id), 12bit의 PSD L

(왼쪽 ADC값), 12bit의 PSD R(오른쪽 ADC값), 24bit의 TOF tim그(0.5μs의 정 도를 가짐), 

32bit의 Epoch tim그( 단 의24bi시간)들을 생성그 dPLM모듈들이 pan그 당 8개t pan

PLM모듈로부터 생성된 그림 3과 같은 14byte의 event data들은 32M bytes의 SDRAM FIFO

에 버퍼링되었다가  DSP(Digital Signal Processor)에 의해 구 된 통신 protocol에 따라 

ethernet을 통해 데이터 획득시스템으로 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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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C-TOF 통신 로토콜

그림 5 DC-TOF 하드웨어 

시뮬 이터

  그림 4는 통신 protocol의 명령어들의 목록으로써 명령어포맷은 <pid sid command 

[variables]> 이다. 

제 2  소 트웨어 개발 환경

1. 운 체제, 로그래  언어, 개발도구  개발 방법

 데이터 획득시스템 소 트웨어를 개발하기 해서 리 스 운 체제인 Ubuntu 9.04가 설치된 

두 의 PC(각각 Main DAQ, Main Control)를 사용하 고, 로그래 을 해서 객체지향언어

인 C++과 Python을 사용하 다. 컴 일  편집기 등의 개발도구는 GNU 소 웨어인 gcc, 

make, vi 등의 자유소 트웨어들이 사용되었다. 

 소 트웨어 개발을 해서는 그림 4의 통신 로토콜을 주고 받

을 수 있는 신호처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소 트웨어 개발과 신

호처리시스템의 디버깅이 연동되어 진행됨으로서 때때로 시뮬

이터 값들로 완벽한 신호처리기능을 제공하는 가상의 신호처리시

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해 실제 신호처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하드웨어 시뮬 이터들이 소 트웨어 개발을 해 사용

되었다. 그림 5는 하드웨어 시뮬 이터의 보드사진을 보여 다. 

소 트웨어 시뮬 이터의 경우 재 제작된 신호처리시스템  

하드웨어 시뮬 이터들의 하나여서 여러 의 신호처리시스템들

에 한 소 트웨어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해 요구되었다.  

  

2. Application 라이 러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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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C-TOF 소 트웨어 개념도

소 트웨어를 개발하기 해서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Application 라이 러리들이 요구되는데, 

Python/C++의 표 라이 러리와 ROOT 라이 러리 패키지에 의해 제공되는 것들을 사용하

다.

가. Python/C++ 표 라이 러리 패키지

(1) TCP/IP 라이 러리 : 신호처리시스템의 DSP와 ethernet을 통해 통신하기 해 필요하다.

(2) thread 라이 러리 : Main DAQ와 Main Control에서 TCP/IP 통신, 데이터 포맷   

장, 모니터링을 한 히스토그램 채움과 시각화 등을 한 멀티태스킹을 해 요구된다.

나. ROOT 라이 러리 패키지

(1) TH1, TTree 라이 러리 : 히스토그램 채움과 시각화를 한 TH1, 효율 인 데이터 포맷

과 장을 한 TTree.

(2) GUI 라이 러리 : 통신 로토콜 명령어들과 히스토그램 시각화를 GUI(Graphical User 

Interface)로 구성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제공한다.

제 3  소 트웨어 구  내용

 

 DC-TOF의 데이터는 신호처리시스템들의 DSP들에서 시작하여 Main DAQ를 통해 Main 

Control로 TCP/IP를 통해 달된다. 따라서 흐름의 각 노드들은 TCP/IP 네트 크에서 서버 

는 클라이언트로서 존재한다. DC-TOF에서는 DSP-Main DAQ-Main Control가 클라이언트

-서버-클라이언트의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TCP/IP 연결을 해 TCP/IP 라이 러리의  

socket이라는 자원이 되었으며 DSP-Main DAQ 연결들, Main DAQ-Main Control 연결,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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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그램 채움  시각화, GUI 인터페이스 제어들이 병렬 이면서도 력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 thread들이 사용되었다.

1. Main DAQ

 Main DAQ는 그림 6에서처럼 socket을 멤버변수로 갖는 thread로부터 상속된 DSPthread객체

들과 socket와 ROOT TTree를 멤버변수들로 갖고 thread로부터 상속된  Ctrlthread객체 사이

의 메소드들을 호출하는 방식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DSP들과 Main  Control 사이에 통신 

로토콜 명령어들과 명령어 반응(데이터)들을 교환한다.

가. 신호처리시스템이 Main DAQ로 ethernet으로 연결된 채 켜지면 DSP는 클라이언트로서 서

버 Main DAQ에 연결을 시도한다.

나. 클라이언트-서버로서 의 연결이 성공하면 DSPthread객체가 생성된다. 생성되는 

DSPthread객체들의 수는 DSP-Main DAQ의 연결들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다. DSPthread객체는 Ctrlthread 객체의 메시지 달을 받는 메소드에 의해 Ctrlthread객체의 

명령어들을 DSP와 연결된 socket들을 통해 DSP로 달한다. Ctrlthread객체가 여러개의 

DSPthread 에 어떤 thread로 명령어 메시지를 보낼지에 한 단은 명령어포맷의 sid 값에 

따른다. DSPthread객체들이 생성될 때  그것의 이름이 “DSPthread<sid>"로 설정하도록 함으

써 Ctrlthread객체는 생성된 DSPthread객체들로부터 명령어를 보내고자 하는 객체를 찾을 수 

있다.  

라. DSPthread객체는 생성되어서 소멸할 때까지 DSP로부터 명령어반응들을 받도록 기하여 

있다가 명령어반응이 socket으로 들어오면 Ctrlthread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DSP의 

명령어 반응을 Ctrlthread의 socket을 통해 Main Control로 달한다. 명령어 반응이 event 

data일 경우 socket을 통해 Main Control로 보내기 에 ROOT TTree에 장되고 event data

의 일부만이 socket으로 보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DSPthread객체들이 

Ctrlthread객체로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들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하기 해 

Ctrlthread객체의 메소드를 한번에 하나의 thread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thread들을 

그 thread가 메소드 실행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쟁 으로 메소드에 다시 진입하도록 

하는 mutex자원을 사용하 다. 

2. Mai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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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ain Control GUI

그림 8 Main Control 히스토그램 뷰어

 Main Control은 3개의 력 인 thread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thread는 socket을 통해 

event data를 포함한 명령어 반응을 받아 event data를  ROOT TH1 히스토그램들에 채운다. 

두 번째 thread는 1 당 변화하는 히스토그램들을 반복 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데

이터 모니터링기능을 제공한다. 마지막 세 번째 thread는 통신 로토콜 명령어들을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해 받아서 socket을 통해 Main DAQ로 달한다.

 Main Control의 GUI는 그림 7과 같이 명령어들을 한 젯들이 있는 부분과 히스토그램들

을 선택 으로 볼수 있는 뷰어로 구성되어 있다.

 

 

히스토그램 뷰어는 그림 8과 같이 히스토그램의 특정부분을 확 해서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Contour나 3D들의 다양한 시각화 옵션, 어떤 순간의 히스토그램의 snapshot을 가지고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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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C-TOF 전송률 테스트결과

을 하는 등의 풍부한 데이터 모니터링 조작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모니터링 조작

은 thread에 의한 멀티 태스킹 때문에 지속적인 데이터 획득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4 절 소프트웨어 테스트

먼저 위의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신호처리시스템들 즉 DSP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의 Ctrlthread객체가 받는 event data들이 뒤섞이지 않음을 저장된 ROOT TTree 파일

을 데이터 획득 후 ROOT를 실행하여 파일을 열어 보았을 때 에러가 발생되지 않고 값들이

정상적으로 채워졌음을 확인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었다. 이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뮬레이터

를 가지고 테스트 되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전송률 테스트를 하였다. DC-TOF는 최종적으

로 완성되었을 때 초당 1K event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9의 전송률 테스트결과로부터 11개의 신호처리시스템들 즉 DSP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초당 100K event들을 처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DC-TOF의 데이터 획득 시

스템은 목표치의 전송률을 초과 달성하도록 구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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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외 기여도

 

 다음은 본 연구진이 지향하고 있는 1년 간의 목표  내용이다. 

1차년도 목표  내용 :

1) DC-TOF 제어 라이 러리 개발 : 352조의 PSD  데이터 계측회로 제어 라이 러리 개발

2)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발 : 성자 산란실험에서 얻어지는 용량 데이터를 수집, 처리, 

장하기 해 Hardware  software를 포함하는 Linux 산환경 개발 

3) 모니터링 모듈 개발 : PSD data histograming  display module 개발

4) slow-control TCP/IP 라이 러리 개발 : Chopper  진공 계통 제어 TCP/IP 라이 러리 

개발

 본 연구는 이미 표 화되어 있고 잘 검증된 Python 표 라이 러리  ROOT 라이 러리 패

키지를 사용하여 DC-TOF의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발  모니터링 소 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소 트웨어 테스트 결과 목표치를 과 달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4)의 목표

는 Chopper  진공장치의 하드웨어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 트웨어 개발을 할 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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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기존의 국내 데이터획득 소 트웨어들이 하나의 신호처리시스템을 해 개발되었다면, 

DC-TOF의 데이터획득 시스템은 여러 개의 신호처리시스템들로부터의 데이터를 동시 으로 

획득하도록 개발되어 향후의 국내의 복잡한 검출기와 신호처리시스템들에 용할 수는 기술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재 신호처리시스템이 최  당 300 K events를 처리할 수 있으나 Main DAQ가 인터

리터 언어인 Python으로 설계되어 속도가 신호처리시스템의 처리속도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Main DAQ를 컴 일 언어인 C++로 다시 작성함으로써 속도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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