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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Main 화면 메뉴 

 

1. 통신 

    1.1 연결 

        DMate2000 H/W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링크를 연결합니다. 

 

    1.2 연결 끊기 

        DMate2000 H/W와 링크를 단절합니다. 

 

    1.3 호출 시험 

    알람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통신포트 설정 메뉴에서 설정한 번호의 

삐삐 호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메뉴로, 이 메뉴가 선택되면 다이

얼링 상태를 표시하는 화면이 나타나고 모뎀을 통한 호출이 진행됩니다. 

                      <호출시험 시 표시화면> 

    1.4 종료 

        사용중인 통신포트의 연결을 끊고 DMate2000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2. 설정 

    2.1 이전설정 불러오기 

        저장되어 있는 환경설정 파일의 내용을 불러옵니다.  

 

    2.2 현재설정 저장하기 

    현재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다음에 불러올 수 있도록 파일로 저장합니다.         

DM2000V2.env라는 이름으로 실행화일(DM2000V2.exe)이 있는 디렉토리에 저장하면 프

로그램이 실행될 때, Default로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 환경을 설정합니다. 다른 이

름으로 저장하면 추후에 //설정/이전설정 불러오기 메뉴를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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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환경설정화일에 저장되는 변수는 

- //설정/통신포트 설정 

- //설정/입력채널 설정 

- //설정/알람 설정 

- //설정/데이터 저장 간격 설정 

- //설정/데이터 저장 옵션 

- //설정/그래프 옵션 설정 

- //설정/전송채널수 설정 

에서 설정된 모든 값 입니다. 

 

2.3 통신포트 설정 

                       <통신 포트 설정 화면> 

 

통신포트 : H/W 장치와 Windows 프로그램간의 통신환경을 설정한다. 

          - 포트선택 : 포트 번호 

          - 전송속도 : 연결 속도 

          - 흐름제어 : 흐름 제어 방법 

          - 모뎀을 통한 연결 : 현재 미사용 (모뎀을 통한 원격관리에 이용 예정) 

 - 장치이름 : 장비 이름 

 

모뎀설정 : 알람 발생시 삐삐 호출을 위해 사용할 모뎀의 환경을 설정합니다. 

          - 포트선택 : 포트 번호 

          - 전송속도 : 연결 속도 

          - 흐름제어 : 흐름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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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람발생시 호출 : 알람 발생시 삐삐 호출을 하고자 하면 선택합니다. 

          - 연락 받을 삐삐 번호 등록  

            예) 012-345-6789번으로 “SOS빨리빨리”메시지를 보낸다. 

               음성사서함이 있는 경우 : 0123456789,,,,,,,1,,,5058282 

               음성사서함이 없는 경우 : 0123456789,,,,,,,5058282 

      주의사항 1. 쉼표(,) 1개에 1초씩 Wait 합니다.  

               2. 사용자가 설정한 번호와 메시지 뒤에 알람이 발생한 채널의 번호 

                  3자리와 별표(*)를 프로그램이 추가하여 호출하므로, 사용자는 

                  메시지에 절대로 ‘*’나 ‘#’을 붙이면 안됩니다. 위와 같이 설정된 

                  상황에서 알람 발생 채널이 1이라고 하면 

                  0123456789,,,,,,1,,,5058282001*처럼 설정한 것이 되고 호출기에는 

                  5058282001이라고 표시됩니다. 

          - 반복회수 : 한번의 알람이 발생할 때 호출할 횟수를 설정합니다. 

- 간격(분) : 몇분 간격으로 호출할 것인가를 선택하며 반복횟수가 1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 시간(초) : 전화를 걸기 시작하여 끊을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2.4 입력채널 설정 

    아날로그 입력 채널에 대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입력 채널 설정 화면> 

- 채널이름 : 각 채널로 입력될 값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한글5자, 영/숫자10자) 

- 단위 : 입력되는 값의 단위를 기록합니다. (한글2자, 영/숫자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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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범위 : 각 채널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 전압(V)의 범위를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설정합니다. (입력 가능한 숫자 범위 : 0 ~ 10000) 

- 표시범위 : 아날로그 입력 신호 전압에 대응하는 표시 범위를 설정합니다. 

위 화면은 1번 채널(온도)의 아날로그 입력전압이 1 볼트(V)일 때 온도는 0C

이고 5 볼트(V)일 때 온도는 100C로 표시됨을 의미합니다. 

    (입력 가능한 숫자 범위 : 0 ~ 10000) 

- 2회 평균 : 이 버튼이 선택되면 입력 신호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하여 바로 

이전의 입력 값과 현재의 입력 값을 평균하여 표시합니다. 

- 적용버튼 : 설정화면을 닫지않고 현재의 설정 값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 위의 화면에서 V1(채널A) ~ V4(채널D)의 채널은 실제로 입력된 채널의 값이

나 상수와의 연산에 이용되는 가상 채널입니다. 가상채널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는 +, -, *, /, ^, %, ( ), sqrt, abs, sin, cos, tan, log, log10 등

으로 소문자로 표현하여야 하며 계산 순서나 표현 방식은 기본적인 수학계산

법을 따릅니다. 

 

2.5 알람 설정 

각 채널의 값이 하한값보다 적거나 상한

값보다 큰 경우가 지속시간 동안 유지되면 

알람 상태가 되어 화면 깜박임과 스피커를 

울려 현장의 사용자에게 알려 주고, //설정/

통신포트 설정의 알람 발생시 호출 버튼이 

선택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설정한 번호로 설

정된 메시지와 알람이 발생한 채널의 번호를 

전송하여 원격지의 사용자에게도 알람이 발

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번 알람이 

발생한 채널에 대해서는 또다시 알람을 발생

하지 않습니다. 

 

 

               <알람 설정 화면> 

- 해제버튼 : 발생된 알람을 해제합니다. 이때 화면 깜박임과 스피커음도 동시

에 해제되며 알람 조건이 되면 다시 알람 상태로 됩니다. 알람을 완전히 해

제하려면 왼쪽에 위치한 선택표시를 없애야 됩니다.  

- 위화면은 채널1의 입력 값이 10보다 적거나 80보다 큰 상태가 2분간 지속되

면 알람을 발생하도록 설정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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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저장 시간 간격 설정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저장할 때의 시간간격을 

설정합니다. 설정범위는 1초에서 30분까지이고, 좌측의 화

면은 5초 간격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 저장 옵션 간격 설정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때의 방법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저장 옵션 화면> 

- 저장 형식 : Text 형식으로 1 파일에 저장할 데이터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설정된 개수(위 화면에서는 10000개)의 데이터가 넘어가면 프로그램이 자동

으로, 사용자가 //데이터 저장/시작 메뉴를 선택하여 설정한 파일명+_nnn 형

식으로 연속적으로 새 파일을 만들어 가면서 저장합니다.  즉, 파일명을 

example로 설정 하였다면, 1 ~ 10000번째의 데이터는 example.log 파일에 저

장되고 10001 ~ 20000번째의 데이터는 example_000.log 파일에 저장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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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 ~ 30000번째의 데이터는 example_001.log 파일에 저장되도록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가면서 정해진 개수만큼씩 저장합니다. 

- Column 구분자 

. 탭  :데이터를 저장할 때 column과 column 사이를 탭으로 분리합니다. 

. 공백:데이터를 저장할 때 column과 column 사이를 공백으로 분리합니다. 

. 컴마:데이터를 저장할 때 column과 column 사이를 컴마로 분리합니다. 

- 저장 방법 

. 모든데이타 : 모든 시간에 대하여 모든 채널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즉, 

저장 채널 선택이나 저장시간 선택 옵션은 무시됩니다. 

. 선택된 데이터 : 저장 채널 선택 옵션과 저장 시간 선택 옵션의 설정에 맞

는 경우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저장 채널 선택 

. 모든 채널 :모든 채널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선택된 채널 : “V (check)”로 선택한 채널에 대하여만 저장합니다. 

- 저장 시간 선택 

. 모든 시간 :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설정 시간 :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시작만 

선택한 경우는 그 시간부터 끝까지, 종료만 선택한 경우는 처음부터 그 시간

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2.8 그래프 옵션 설정 

    Trend 그래픽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그래프 옵션 설정 화면> 



 
 

DMate2000 

-10- 

- 채널이름 : //설정/입력채널 설정에서 입력한 채널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색상 : 해당 채널의 데이터를 Trend 그래픽 화면에 표시할 때 사용할 색깔을 

선택합니다. 색상은 20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표시화면 : 해당 채널의 데이터를 표시할 Trend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Trend 

그래프는 Graph 1 ~ 3까지 3개가 있으며, 표시하지 않기를 원하면 clos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치 : 해당 채널의 데이터를 어떤 Y축을 기준으로 표시할지를 선택합니다. 

표시 값의 차이가 큰 데이터를 같은 축을 기준으로 표시하면 적은 값의 변화

는 잘 표현되지 않으므로 비슷한 크기의 값을 같은 축으로 선택하시면 좋겠

습니다. 

- 적용버튼 : 현재의 설정화면을 닫지 않고 설정 값을 Trend 그래픽 화면에 반

영되도록 합니다. 

 

2.9 전송채널 수 설정 

   데이터를 가져올 채널의 수를 설정하며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하여야 

합니다.. 1채널을 선택하면 1번 채널만을, 2채널을 선택하면 1번 + 2번 채널, … 

으로 데이터를 전송 받습니다. 고속 전송모드에서는 채널 수에 따라 데이터를 받

는 시간 간격이 달라집니다. 즉 채널 수가 적어지면 데이터를 받는 시간 간격이 

빠르고 채널 수가 많아지면 시간 간격이 느려집니다.  

 

- 1채널로 고속 전송 시 : 약 80회 / 초 

- 8채널로 고속 전송 시 : 약 10회 / 초 

 

 

 

 

 

 

 

3. 모니터링 

    3.1 시작 

       Trend 그래프 1화면을 표시하고 데이터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3.2 종료 

          종료 버튼이 선택되면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확인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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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데이터 모니터링을 종료합니다. 이 때 데이터 저장이나 고속전송기능도 함께 

종료 됩니다. 

 

4. 데이터 저장 

    4.1 시작 

       데이터를 저장할 파일을 정해주면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데이터 파일의 예제> 

 

    4.2 종료 

       데이터 저장을 종료합니다. 

    4.3 불러오기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와서 화면에 표시합니다. 단, 모니터링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5. 고속전송 

    5.1 시작 

          이 메뉴가 선택되면 데이터를 저장할 파일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며, 파일을 

정해주고 확인을 선택하면 고속전송 데이터 모니터링과 저장 기능을 수행하고, 취

소를 선택하면 고속전송 데이터 모니터링만을 수행합니다. 고속전송이 아닌 경우

에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요청하여 받지만, 고속전송에서는 DMate2000 H/W장치

가 보낼 수 있는 최대속도로 일방적으로 전송하고 프로그램은 받아서 처리만 하는 

형태이므로 데이터의 전송속도는 전송되는 데이터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송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설정/전송채널 수 설정에서 필요한 채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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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만 설정하여야 합니다. 

- 1채널로 고속 전송 시 : 약 80회 / 초 

- 8채널로 고속 전송 시 : 약 10회 / 초 

    5.2 종료 

       고속전송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저장을 종료합니다. 

 

6. 보기 

    6.1 Trend 그래프 1 

    6.2 Trend 그래프 1 

    6.3 Trend 그래프 1 

                                <Trend 그래픽 화면> 

 

- 맨 위의 타이틀 바에 표시되는 시간은 모니터링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 수직 Scroll Bar  

. 좌상 Scroll Bar : 왼쪽 기준 채널의 최고 값 조절 

   . 좌하 Scroll Bar : 왼쪽 기준 채널의 최저 값 조절 

   . 우상 Scroll Bar : 오른쪽 기준 채널의 최고 값 조절 

   . 우하 Scroll Bar : 오른쪽 기준 채널의 최저 값 조절 

- 수평 Scroll Bar  

   그래프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시간 축 범위 이동 

- 온도/pH/DO/Agitat 

//설정/입력채널 설정에서 입력한 채널이름으로 한글3자, 영/숫자 6자까지 

표시 됩니다.   (예) Agitation  Agitat, 채널이름  채널이 

- 00/00:00:00.00 

   모니터링 진행시간을 00일/00시간:00분:00.00초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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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리스트 보기 

 

- 맨 위의 타이틀 바에 표시되는 시간은 모니터링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 각 채널별로 입력되는 값을 그래프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각 시간대별로 

숫자로 표현하여 표시한다. 

( 00 00:00  00일 00시간:00분,   00.00  00.00초) 

 

    6.5 간략히 보기 

 

 입력되는 값을 간단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되는 즉시 표시하는 화면 

 

 

 

 

 

 

 

 

 

 

7. 엑셀 링크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나 저장중인 파일의 데이터를 편집하여 그래프를 그리

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엑셀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넘겨 줍니다. 이때 저장중

인 파일의 데이터는 엑셀 링크 메뉴를 선택할 때까지의 데이터만 엑셀로 넘겨지고, 이

후의 데이터는 계속해서 파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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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움말 

    8.1 버전 정보 

        사용중인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8.2 메모리할당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할당된 메모리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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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REND 그래프 메뉴 

 

1. 현재화면 설정 

    1.1 자동 스크롤 

- 이 메뉴가 선택되면(“V (check)”가 표시) 가장 최근에 입력된 데이터를 현

재의 Trend 그래픽 화면의 오른쪽 끝에 표시합니다. 

- 자동 스크롤을 선택하면 “V (check)”가 표시되고 자동 스크롤 모드가 되며, 

다시 한번 선택하면 “V”가 지워지고 자동 스크롤 모드가 해제 됩니다. 

-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축의 범위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동 스크롤 모

드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축 범위를 옮겨 놓아도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그래프 오른쪽 끝에 최근의 데이터가 위치하도

록 시간축의 범위가 옮겨집니다. 

 

    1.2 눈금 변경 

- X interval : 시간축 데이터를 몇 포인트 간격

으로 표시할지를 선택합니다. 1이 선택되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고, 5가 선택되면 첫번째, 여섯

번째, 열한번째 데이터 …등의 형태로 5 포인트

씩 건너뛰고 표시합니다. 이 옵션은 Trend 그래

프 한 화면에 긴 시간 범위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자할 때 유용합니다. 

- Y Deviation : 좌/우 Y축 상.하에 위치한 스크

롤 바를 한번 클릭할 때 변하는 Y축 눈금 값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 Board Color : Trend 그래픽 화면의 바탕색을 선택합니다. 

- Grid Line : Trend 그래픽 화면에 격자를 표지할지 여부와 격자의 색깔을 선

택합니다 

- Zero Line : Trend 그래픽 화면에 영점 선을 표지할지 여부와 색깔을 선택합

니다 

 

    1.3 닫기 

           활성화된 Trend 그래프 화면을 닫습니다. 이 때 모니터링이나 데이터 저장은 

종료되지 않고 화면만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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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메뉴 구성도> 

   Main 화면 메뉴 

통신 설정 모니터링 데이터 저장 고속 전송 보기 엑셀 링크 도움말 

연결 

연결 끊기 

호출 시험 

종료 

이전설정 불러오기 

현재설정 저장하기 

통신포트 설정 

입력채널 설정 

알람 설정 

데이터 저장간격 설정

데이터 저장옵션 설정

그래프 옵션 설정 

전송채널수 설정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TREND 그래프 1 

TREND 그래프 2 

TREND 그래프 3 

리스트 보기 

버전 정보 

메모리할당 정보 

불러오기 

간략히 보기 

TREND 그래프 메뉴 

 

    

현재화면 설정

자동 스크롤

눈금 변경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