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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로프의 비파괴적인 테스트에 있는 Z-NDT 소프트웨어 
  

1. 소개 

로프의 비파괴 시험은 일반적으로 종이 스트립차트로 기록이 수행된다. Meraster MD120 디팩토그래프에는 옵션제
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기억 장치가 있다. 

이것은 신용 카드 크기 S-RAM IC 메모리 카드로 PCMCIA (PC 카드) 표준이다. 

PCMCIA 카드는 노트북 컴퓨터와 호환이 된다. 또한 PCMCIA 슬롯은 개인용 컴퓨터 체계의 대부분에 추가될 수 있
다. 특정 로프 NDT 상태 (자기와 먼지에 주제)에서는 그리고 작동 조건을 개량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송에서 이 방
법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예를들면: PCMCIA 메모리 카드는 거친환경, 자기장 증거 동작 원리를 특징짓고 단식해 조화시킨. 이 옵션으로, 디
팩토 그래프는 메모리 카드에 있는 모든 로프 시험 기록을 저장한다. 기록의 용량은 카드 버전에 달려 있다. 

예를들면, 4-메가바이트 카드는 2400m 의 밧줄의 시험을 저장 시험 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PCMCIA 슬롯을 통
해 컴퓨터에 쉽고 그리고 빨리 보내진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비교 분석을 위한 시험 기록에 더 많은 것을 보관, 
호프시험 결과에 그의 일에서 그를 돕는 그래픽의 과학적인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카드에서 
자료는 컴퓨터 기억 장치 기억에서 오래된 시험 기록을 포함하여 MD120 디팩토 그래프에서 스트립차트로 다시 재
생할 수도 있다.  

 

Fig.1. 디팩토그래프 스트립차트 신호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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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D120 PRE+ 소프트웨어 브라우저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로프시험 뷰어로 MD120 디팩토 그래프에 의해 기록되고, MCE 프로그램에 의해 복사된 측정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내장 함수는 허용한다. :   

• 센서헤드의 신호가시화 

• 기록된 데이터 출력 

• 기본적인 통계 분석 및 통계적인 보고서 작성 

•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로 결과출력, MS 엑셀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가능

• 도표는 다른 문서로 클립보드를 거쳐 다른 문서로 복사를 허용

프로그램은 설치된 MS Windows 9x/NT/XP 운영 체계를 가진 PC, 즉 호환된 컴퓨터를 요구한다. 브라우저에는 수 
쓸모 있는 선택권이 있다. 몇몇 특정한 특징만 아래에서 논의된다. 

복사, 부착을 허용한 프로그램은 설치된 MS Windows 9x/NT/XP 운영 체계를 가진 PC 양립한 컴퓨터를 요구한다. 
브라우저에는 쓸모 있는 옵션이 있다. 몇몇 특별한 특징만 아래에서 거론된다.     

주요 메인화면은 도표뿐만 아니라, 추가 기술적인 택스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묘사된 텍스트는 그래프의 어
떤 점에서도 할당될 수 있다. 이 추가 기술적인 자료 및 입력된 원본은 대응 측정데이터 파일 이름과 주요 파일 이
름을 가진 분리되는 디스크 파일에서 동일 저장된다. 사용자는 구상된 현재 시험한 로프 세그먼트 및 적합한 측량 
자료를 바꾸는 가능성의 광범위가 있다. 당신은 현재의 측정 파일의 모든 내용 또는 이 자료의 단지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 

  
  

 

Fig.2. MD120 PRE+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로프시험의 신호도
  



 

Fig.3. MD120 PRE+ 프로그램에 의해 보이는 로프시험의 선정 단면도 

수출(Export) 명령은 측정 자료를 텍스트 파일에서 저장하여 출력하는 것을 허용한다. (텍스트 데이터 형태를 사
용). 아래의 측정자료 레코드는 스프레트시트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로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자료 형식 
관리를 사용하여 인식될 수 있다. (자료 필드는 쉼표로 [,] 분리된다). 이 유형의 보기 내용은 아래에 포함되어 보
여 있다. 
  

 

Fig.4 수출텍스트 파일



레포트(Report) 명령은 표시된 현재 도표의 통계 분석을 실행하고, 디스크 파일을 사용하여 결과를 기록한다. 분석 
도중 초과하는 모든 범위는 각 채널을 위해 수준을 제한해서 검출되고 있다. 각 초과 범위를 위해 - 최대의 범위 
길이 그리고 점. 위치를 초과해서 산출된다. 각 채널을 위해 받아진 결과는 그룹에 의해 간략한 분석을 준비하기 
위하여 함께 결합된다. 분석 결과는 창조된 새로운 텍스트 파일로 기록된다.
  

 

Fig.5 레포트 텍스트 파일

기록 파일은 로프 시험 보고서 문서로 편집되어 포함된다. 간단한 판은 또한 스프레트시트 프로그램에 의해 입력받
기 위하여 나중에 이 자료파일 이용할 수 있다. 구경측정 의존이 또한 스프레트시트로 포함될 스프레트시트 로프경
험 공식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로프 결점을 효과적으로 산출하는 능력이 있다. 
  
  

 

Fig.6. MS 엑셀 스프레트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