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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스템은 자발성, 자율성, 사회성, 반응성을 갖는 독립된 로그램인 에이 트를 조합하여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자연수러운 메타포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발자 측면에서는 에이

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능  제약규칙...

1. 서론

   최근 기술의 속한 발 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사

용되는 소재시험의 정  데이터 처리를 한 기술이 요

하게 두되고 있어 만능 재료 시험기(UTM : Universal 

Testing Machine)[1]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만능 재료시험기는 소재의 정성 단  규격에 한 

재료의 합격 여부를 단하기 하여 내부 센서를 통해 

측정된 소재의 인장강도(Ultimate Tensile Strength), 항복

강도(Yield Strength), 연신율(Elongation), 단면수축율

(Reduction of Area), 비례한도(Proportional Limit), 와

송비(Poisson’s Ratio),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와 같은 소재의 물성정보를 취득한다. 취득된 데이터는 아

날로그 신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된 결과값을 디

털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패킷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송한다.

그러나 기존 만능재료 시험기는 8개의 채 을 통해 측정

된 2bit의 데이터를 2,500sample/sec로 송하기 때문에 

정 한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하며, 보다 정 한 데이터 측

정을 한 추가 인 장비를 부착해야 하는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가 인 장비 없이 4개의 채 에

서 20,000개의 샘  데이터를 패킷화하고 TCP/IP 로토

1) 교신 자

본 논문은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3년도 산학연 력기술개

발사업(No.2013R1A1A2006026)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콜을 통한 패킷 송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수신한 데

이터를 특정 물리  상태 값의 형태로 디지털화 하는 

UTM의 실시간 계측 처리 고속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2. UTM의 실시간 계측 처리 고속화  모니터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TM의 실시간 계측 처리 고속

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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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날로그 신호 캡쳐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아날로그 신호의 형을 계측하

기 해서는 20,00개의 샘 을 1/20,000sec라는 주기로 캡

쳐해야 한다.

그러나 24bit ADC에서 측정된 아날로그 신호는 

Delta-sigma Differential Type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다수

의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타이 에 계측하기 

한 고도의 신호 트리거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슈미트 트리거(Schmitt Trigger)[2]를 이용

하여 미세한 Noise를 제거하여 Digital 신호로 변환한다.

2.3 병렬 데이터 수집을 이용한 다채  데이터 수집

  기존 만능재료 시험기에서는 Decimal 코드 데이터를 패

킷으로 생성하여 송하 다.

그러나 24bit 데이터를 Decimal 코드 값으로 표 하기 

해서는 용량의 byte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24bit Hex 

코드로 변환하여 패킷 크기를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PGA(Field Proigrammable Gate 

Array)의 병렬 데이터 수집 방법[3]을 활용하여 4채 의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한다.

2.4 링버퍼 기반의 데이터 손실 최소화 

  DSP(Digital Signal Processing)[4]와 FPGA간 DMA 

(Direct Memory Access) 통신시 지연 문제로 발생될 데

이터 손실을 최소화 하기 해서는 50us 내에 24bit Hex 

코드로 변환하여 정주기 샘 링을 해야 하며 이를 한 

안정화된 Timer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scillator  FPGA의 분주된 Clock을 이

용하여 50us의 인터럽을 발생하고 ADC칩에 샘 링 신호

를 송하여 해당 주기에 맞춰 데이터를 수신한다.

수신된 타이  정보를 DSP로 송하여 송된 데이터를 

모두 링 버퍼(Ring Buffer) 구조로 된 버퍼 메모리에 장

하여 데이터 패킷 생성 주기에 따라 데이터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그림 2) 계측 데이터 고속처리 펌웨어 구조도

2.5 버퍼링 데이터의 주기 패킷화  데이터 실시간 

송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송되는 변환된 디지털 신호는 

12Digi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되는 데이터는 12byte

의 길이가 필요하며 1패킷을 100ms에 20ks/4ch로 송하

기 한 아날로그 신호의 송 크기는 다음 식과 같다.




××      (1)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길이 증가로 인한 패킷량이 증

가되면 이더넷(Ethernet)망에 부하가 발생하여 Data Loss

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DSP의 Clock 타이 과 Buffer 메

모리 인출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데이터 

송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변환이 완료된 아날로그 신

호를 효율 으로 송하기 하여 Hex 데이터 송[5]을 

이용한다.

(그림 3) 데이터 송 구조도

2.6 모니터링 시스템의 용량 패킷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더넷 모듈의 수신 버퍼와 라우터

의 데이터 버퍼는 8kbyte로 제한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100ms(1/10 ) 당 송되는 데이터 양이 

64kbyte이기 때문에 1패킷을 송하기 해서 TCP/IP의 

데이터를 약 8패킷으로 나 어 송해야 한다.

Socket 로그램 모듈에서 데이터는 TCP/IP 로토콜에 

의해 데이터 수신시 수신 이벤트를 발생하는데 이벤트 발

생시 체 패킷의 1/8정도의 데이터만 수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신이 완료될 때 까지 데이터를 버퍼링해

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버퍼링의 속도를 개선하기 해 

Queue 구조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버퍼링하기 해 쓰

딩 기법을 사용하여 로세서의 효율을 극 화하며 데

이터 수신을 해 사용되는 쓰 드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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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이터 수신  처리 쓰 드 구성

수신된 데이터를 제한시간 내에 분석하여 디코딩 처리

하고 디코딩된 데이터를 실제 물리 인 특성 값으로 

Calibration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

공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24bit 의 ADC를 사용하여 최  

20,000개의 샘 을 처리하고 TCP/IP 로토콜을 통한 

패킷 송  모니터링을 수행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기존 만능재료 시험기의 8채  샘 링으로 

인한 정 한 데이터 계측에 한 문제 을 해결하 으

며, 추가 장비 없이 고속화된 계측 데이터 처리  모니

터링을 작업을 진행하는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 다.

향후, 만능재료시험기에서 정주기로 송되는 데이터를 

10ms에 처리하는 기술을 통해 디코딩 데이터를 보다 

정 하게 물리  특성값으로 변환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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