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1 사용 설명서
(DEVA MEMORY STORAGE)
☞ Specification
▪ 전원

DC 5V / 100mA

▪ 통신

RS232C / (9600)(19200)(38400)(115200 bps),N,8,1,흐름제어 없음

▪ 지원 SD CARD

512MB / FAT16(32)

▪ 데이터 저장 길이

MAX 256 Byte / 1회

▪ 데이터 저장 방식

CSV (쉼표로 구분)

▪ 초당 저장횟수

데이터 길이에 따라 가변 (256 Byte 인 경우 초당 1회)

▪ 시간 저장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최대 1년 시간 유지 가능

▪ 특징

데이터 저장 중 전원이 꺼지거나 SD CARD를 제거하여도
가장 마지막 데이터만 손실되고 나머지는 완벽히 저장됨

☞ RS232C Function
▪ 날짜 설정

SET DATE : YY:MM:DD

▪ 시간 설정

SET TIME : HH:MM:SS

Ex) 2011년 05월 1일 오후 1시 30분 00초 인 경우
SET DATE : 10:05:01\r

응답 : DATA LED 2회 점멸

SET TIME : 13:30:00\r

응답 : DATA LED 2회 점멸

* \r ASCII CODE : 0x0d (키보드 상의 리턴 키)

☞ LED Function
▪ Power

전원이 인가된 경우 LED ON

▪ SD CARD

SD CARD 가 장착 된 경우 LED ON, 장착되지 않은 경우엔 깜빡임

▪ W.P

SD CARD 가 WRITE PROTECT 되어 있는 경우 깜빡임

▪ READY

데이터 저장 대기중인 경우 LED ON

▪ DATA

데이터를 SD CARD에 저장 완료 후 1회 점등

☞ DIP SWITCH Function
▪ 1,2 : RS232C 통신속도 설정 ( 아래 표 참고 )
▪ 3

: 전면 스타트 스위치 사용 ( 1초 이상 누르면 READY LED 가 토글 됩니다. )
READY LED가 ON 된 경우 데이터 저장을 시작하며 OFF 된 경우 데이터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 4

: 후면 외부 트리거 사용 ( 트리거 입력이 들어오는 순간 데이터를 1회 저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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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설명
SD CARD를 삽입하면 초기 READY 및 DATA LED 가 4 ~ 6 회 깜빡입니다.
CARD 초기화 및 쓰기 준비를 위한 시간이니 완료 후 데이터 저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SD CARD에 데이터가 기록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제일 마지막에 \r의 코드가 붙어서 전송 되어야 합니다.
\r을 인식 후 SD CARD에 저장됩니다. * \r ASCII CODE : 0x0d (키보드 상의 리턴 키)
Ex)2010년 05월 01일 오후 1시 35분 00초에
P1,+2.048,P2,-2.047,P3,+0.000,P4,+1.234\r 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
파일명 10_05_01.CSV에 13:35:00 , P1,+2.048,P2,-2.047,P3,+0.000,P4,+1.234 의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입력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저장 시간이 다르므로
시스템이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고 정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초당 적정한 횟수 이하로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정지 된 경우에는 SD CARD를 제거 후 다시 삽입 하시거나 전원을 껐다 켜면 다시 정상작동 합니다.

☞ RS232C PIN MAP
▪ 연결 커넥터 : D-SUB 9PIN FEMALE(암)
▪ PIN 기능 : 2 - RXD , 3 – TXD , 5 - GND
▪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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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Trigger 연결 방법
좌측의 그림과 같이 스위치를 연결 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동제어로 하실 경우 릴레이를 거쳐서 연결해야 합니다.
터미널 블록 사양 : DINKLE EC350V-2P

☞ 시간 설정 프로그램 제공
DEVA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D CARD가 삽입된 상태에서 시간설정이 가능합니다. 변경 후 전원을 껐다 켜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 http://deva.kr

☞ 제공품
MS-1 본체, 5V 아답타, SD CARD (512MB), USB SD 리더기, 1:1 (F)-(M) 통신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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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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