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Note

SmartView의
대화식 측정
개요
대화식 측정을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조작하므로 데이터 주석 작성에 이
상적입니다.
대화식 측정을 하려면, 데이터를 SmartView에 로드하여
플로팅해야 합니다. SmartSpice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
나 SmartView의 File→Open 메뉴 옵션에서 로드할 수 있
습니다.

마커를 이동하면 텍스트가 새로운 데이터 지점의 값으로
변경됩니다. 데이터 마커를 이동하는 또 다른 방법은 <,
> 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마커 텍스트는 항상 자
동으로 표시됩니다. 마커 텍스트를 드래그하면 데이터 지
점으로부터의 간격이 변경됩니다. 데이터 지점을 드래그
하면 텍스트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Marker Editor 창은 마커의 색상, 글꼴, 텍스트 및 가시성
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마커의 텍스트를 두 번 클
릭하여 표시됩니다.

싱글 포인트 프로브 (데이터 마커)
데이터 마커를 추가하려면 메뉴에서 Object→Data
버튼을
Marker 를 선택하거나, 툴바에서 Data Marker
클릭하고, 데이터 마커를 놓을 위치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
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데이터 마커가 마우스를 따
라 움직입니다. 데이터 마커는 차트에서 선택한 트레이스
에 스냅되도록 제한되며,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트레
이스에 스냅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클릭하
면 트레이스를 두고, Esc (또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를
누르면 데이터 마커의 배치가 취소됩니다.
마커가 표시되면, 삭제될 때까지 차트에 남아 있습니다.
마커를 이동하려면, 트레이스에서 작은 원을 선택하고 드
래그하여 데이터 지점을 이동합니다.

그림 2. 마커 에디터 창

두 지점 (프로브)의 차이를 측정
프로브를 추가하려면 Menu→Object→Probe 메뉴를 선택
하거나, 툴바에서 Probe 버튼
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여 프로브를 놓습니다. 첫 번째 마우
스를 클릭하여 첫 번째 측정점을, 두 번째 클릭하면 마지
막 측정점을 지정합니다. 프로브를 이동하려면, 마우스를
사용하여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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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로브

프로브를 통해 트레이스에서 두 위치 사이의 값의 차이를 측
정합니다. 두 측정값이 서로 다른 트레이스에 있을 수 있지
만, 트레이스는 동일한 차트에 있어야 합니다.

그림 4. 프로브 에디터

기본적으로, 프로브는 두 점 사이의 X, Y 값의 차이만 표시
합니다. 프로브를 차트에 지정한 후, Probe Editor에서 프
로브의 X, Y 값을 보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 1에서 Probe Editor 텍스트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
타 문자열을 설명합니다.

프로브는 수직선, 수평선으로 구성된 스냅 그리드와 함께 사
용할
수
있습니다.
Edit→Preferences...→
Preferences→Snap Grid 메뉴에서 선의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냅 그리드 그룹을 이용하면, 프로브는 스냅
라인과 트레이스의 교차점에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은 트레이스의 지연 또는 상승 시간을 간편하게 측정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드는 값에 일정하게 간격을 둘 수 있습
니다. 그 범위는 사용자가 정의하거나 차트의 전체 범위에서
도출합니다. 줄 간격은 해당 범위의 백분율 또는 지정한 간
격이 됩니다. 백분율 간격을 활용하면, 20~80% 상승 시
간을 측정할 수 있는 SMARTVIEW를 매우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로직 레벨 (20%, 10% 그리드 간격을
갖는 3.3V 또는 5V)과 일치하도록 설정하고, 20% 및 80%
스냅 라인에 프로브를 두어 상승 또는 하강 시간을 측정
합니다.

Metastring
Definition
%P1NAME% Name of vector S1 marker is
attached to.
%X1%
X value of the S1 marker
location.
%Y1%
Y value of the S1 marker
location.
%P2NAME% Name of the vector that the
S2 Marker is attached to.
%X2%
X value of the S2 marker
location.
%Y2%
Y value of the S2 marker
location.
%DELTAX% %X2% - %X1%
%DELTAY% %Y2% - %Y1%
%GRAD%
%DELTAY%/%DELTAX%
%YINTER% Value of Y when X = 0, for
the line defined by the S1
and S2 markers.

Notes

F(x)= mx + c,
m = %GRAD%
C = %YINTER%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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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점 간 측정 (기울기 마커)
기울기 마커를 추가하기 위해, 메뉴에서 Object→Slope
를 선택하거나 툴바에서 Slope 버튼
을 클릭하여 마우스
를 적절한 위치에 두고 S1, S2 마커를 지정합니다. 마우스
를 첫 번째 클릭하여 첫 번째 측정점을, 두 번째 클릭하여
마지막 측정점을 지정합니다. 슬로프를 이동하려면 새로운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그림 5.

각 마커의 좌표 및 S1 마커와 S2 마커 사이의 X, Y 값
의 차이가 S1 마커 차트의 왼쪽 하단 모서리에 표시됩
니다. 텍스트를 드래그거나 Slope Marker Editor 대화
상자를 통해서 텍스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1,
S2 마커의 기울기 정보는 Slope Data Marker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 Slope Marker Editor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기울기는 직선 y = %GRAD%X + %YINTER%
의 방정식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GRAD%는 선의 기
울기, % YINTER%는 X=0일 때의 Y 값이며 Y 절편이라
합니다.
슬로프 선은 S1과 S2 사이에 그리거나 S1과 S2를 양분하
는 긴 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선은 Slope Marker
Editor 에서 설정합니다.
슬로프 마커는 마우스 또는 수직선 양쪽 끝에 있는 작은 삼
각형을 활용하여 드래그 수 있습니다. 삼각형 핸들을 사용
할 때, 마커는 트레이스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림 6: Slope Marker Editor

표 2에서 Slope Marker Text 필드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
문자열을 설명합니다.

Metastring
%X1%
%Y1%
%X2%
%Y2%
%DELTAX%
%DELTAY%
%GRAD%
%YINTER%

Definition
X value of the S1 marker
location.
Y value of the S1 marker
location.
X value of the S2 marker
location.
Y value of the S2 marker
location.
%X2% – %X1%
%Y2% – %Y1%
%DELTAY% – %DELTAX%
Value of Y when X = 0, for
the line defined by the S1
and S2 markers.

Notes

F(x)= mx + c,
m = %GRAD%
c = %YINTER%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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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마커
AB 마커를 추가하려면 메뉴에서 Object→AB Marker 를
선택하거나 툴바에서 AB Marker 버튼
을 클릭합니다.

그림 8: Single Measurement

그림 7.

AB 마커는 차트에 표시되는 모든 트레이스의 Y 값을 측정
합니다. AB 마커 작업을 선택하면 현재 선택한 차트의 도메
인과 일치하는 모든 차트에 AB 마커가 추가됩니다. A, B
마커는 전체 x축 범위의 양단에 있습니다. 차트에서 A, B
마커를 드래그하면 동일한 x 도메인을 가진 차트에서 해당
마커가 모두 이동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차트에 있더라도
여러 트레이스에 대해 Y 값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의 Y 값은 트레이스가 A 또는 B 마커와 교차하
는 지점 옆에 표현됩니다. Single Measurement
t에서 Y 값의 주석을 설정합니다. 표준 객체 삭제 방법을 활
용하여 다른 차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AB 마커를 한 차트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B 마커는 Single
Measurement 에 대한 X의 한도를 제시합니다. A, B 마
커를 이동하면, 이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표 3에서 AB Marker 텍스트 필드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
문자열을 설명합니다.

Metastring
%X1%

Definition
Notes
Location of Marker 1 in x scale

%X2%

Location of Marker 2 in x scale

%DELTAX%

%X2%-%X1%

표 3.

RMS, 최소/최대, 적분, 도함수, 평균
Single
Measurement
표는
툴바에서
Single
Measurement
버튼
을
선택하거나
메뉴에서
Tools→Measurements→:
→Average
→Derivate
→Integral
→Min, Max (P to P)
→Root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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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ingle Measurement 유틸리티 창

RMS, 최소/최대 (피크 대 피크), 적분, 도함수 및 평균은
그림 9의 유틸리티 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
른 측정을 수행할 때, AB 마커를 지원하는 모든 차트에 표
시되는 모든 트레이스에 대해 Y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일 측정값은 AB 마커 객체를 사용하여 측정의 상한
과 하한을 제한합니다.
차트의 각 트레이스는 Single Measurement 표에서 행에
해당합니다. 표의 Y1, Y2 열은 A, B 위치의 트레이스에
대한 Y 값입니다. Y1, Y2 열을 아래로 확인하면, 특정 X
값에서 표시되는 모든 트레이스의 Y 값을 읽을 수 있습니
다. 두 마커 (A, B)는 수직 A, B 라인 양단의 작은 삼각형
을 드래그하여 이동하거나 유틸리티 윈도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Y1, Y2 값은 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
다. 기타 측정값 (평균, 도함수, 적분, 최소/최대 (피크 대
피크) 및 RMS)을 확인하려면 유틸리티 창에서 해당 값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해당 열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됩
니다. 측정값은 A와 B에서의 순간 도함수 값을 제외하고,
A와 B 마커 사이의 트레이스 부분만 사용합니다.

평균
트레이스의 평균값은 실제로 트레이스의 시간 평균입니다.
적응형 타임 스테핑 알고리즘은 평균을 적분의 시간 간격으
로 나눈 트레이스의 적분으로 나타냅니다.

Where:
Bi is the data index at point X2.
Ai is the data index at point X1.

도함수 (순간)
샘플링 데이터 세트의 순간 도함수는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Where:
(x1,y1) is the first sample point before the
requested time.
(x2,y2) is the first sample point after the
request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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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
적분은 총 적분에 음의 기여를 하여, 0 미만 값을 갖는 커브
아래의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사용하는 적분 기술은 사다리
꼴 근사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시뮬레이터로부터
SmartView에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Where:
Bi is the data index at point X2.
Ai is the data index at point X1.

최소/최대 (피크 대 피크)

그림 10. 라벨 부착

최소값과 최대값은 A, B 사이의 입력 트레이스에서 가장 작
은 값과 가장 큰 값입니다. 피크 대 피크 값은 최소값과 최대
값의 차이입니다.

Root Mean Square
트레이스의 실효값입니다:

기본 문자열에 파라미터 %P1PARAM% 메타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빼면, 부착 라벨은 Data Marker와
동일합니다. 이 라벨은 특정 커브에 부착된 차트 주석을 작
성하여, 커브에 문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커브 특성에 대한
추가 주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툴

Bi is the data index at point X2.
Ai is the data index at point X1.

부착 라벨
부착 라벨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rawing Objects 툴바에서 Attached Label 버튼
을
클릭하거나 Object→Attach Label 메뉴 옵션을 선택합니
다.

삼각형
툴을
추가하려면,
메인
메뉴에서
Object→Triangle을 선택하거나 툴바에서 Triangle Tool
버튼
을 누른 다음 마우스를 마커를 놓을 위치로 이동합
니다. 첫 번째 마우스를 클릭하여 첫 번째 측정점을, 두 번
째 클릭하여 마지막 측정점을 설정합니다. 삼각형 마커를
이동하려면, 새 위치로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삼각형 툴를 사용하여 커브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툴의 모드에 따라, 선은 점 a1, a2에서 커브를
교차하는 두 수직선 (선 a1, 선 a2로 표시), 점 a1에서 선
a1, 점 a3 또는 a4에서 선 a2와 교차하는 다른 선으로 구성
됩니다. 접선 모드에서, 점 a3과 a1이 교차하는 점 a1의 커
브에 대한 접선이고, 비접선 모드에서 점 a4와 a1이 교차하
는 선은 임의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축이 선형 척도에 있지
않으면, 접선이 비접선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삼각형 툴는
직교 차트 및 복합 차트에서만 작동합니다.

• 라벨을 부착하려는 차트 및 커브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마우스를 이동하면, 텍스트 라벨이 동적 파라미터로 업데
이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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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툴을 사용하여, 점 a1에서 커브에 대한 접선의 기울
기 및 점 a2와 a3 사이의 거리 (접선 a1 a3와 선 a2의 교차
점과 점 a2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임의 기울기 모드
(비접선 모드)에서 점 a2와 a4 사이의 거리 (선 a1 a4와 선
a2의 교차점과 점 a2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나타낼 정보와 기타 속성 (색상, 글꼴, 모드, 텍스트 위치 및
가시성)은 Triangle Tool Properties 에디터를 사용하
여 변경합니다.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
오.
기울기 마커처럼, 두 차트의 도메인 단위가 동일하다면 선
a1과 선 a2가 다른 차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 11: 삼각형 툴 예제 - 접선 모드

처음에, 삼각형 툴은 접선 모드에 있습니다. 점 a1 가
까이에 문자 T 가 있습니다. 비접선 모드로 전환하려면
문자 T 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자 x 가 문자 T 위
에 그려집니다. 이 모드에서 선 a1 a4의 기울기를 다른 값
으로 변경하려면, 점 a1의 두 원 사이를 클릭한 다음 마
우스를 드래그합니다.

그림 12: 삼각형 툴 예제 - 임의 각도 모드

그림 13: 삼각형 마커 에디터

기본적으로, 삼각형 툴은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 yLine: the line through points a1 a4
• yTangent: the line through a1 a2
• Coordinates of the points a1 a2 a3 a4
• dX: distance between lines a1 and a2
• dYCourve: distance in y values between a1 and a2
• dYTangent: distance in y values between a1 and a3
• dYLine: distance in values between a1 and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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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Triangle Tool 텍스트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문자열을 설명합니다:
Metastring

Definition

%X1%

X coordinate of point a1

%Y1%

Y coordinate of point a1

%X2%

X coordinate of point a2

%YC%

Y coordinate of point a2

%YT%

Y coordinate of point a3

%YL%

Y coordinate of point a4

%LINE%

Slope of line through a1 a4

Notes

%TANGENT% Slope of line through a1 a3

Tangent to the
curve at point a1

%DELTAX%

Distance on x
axis between
points a1 and a2

%DELTAY%

%X2%-%X1%

%YC%-%Y1%

그림 14.

Distance on y
axis between
points a1 and a2

%DELTAYT% %YT%-%Y1%

Distance on y
axis between
points a1 and a2

%DELTAYL% %YL%-%Y1%

Distance on y
axis between
points a1 and a2

횡단면 툴을 사용하여 스윕 커브 변수 파라미터를 탐색합니다.
이는 스윕 트레이스가 있는 직교 차트에서만 동작합니다. X축
에서 수직 슬라이스를 취하며, X축의 스윕 변수 값과 Y축에 플
로팅한 소스에 해당하는 Y축 값을 새 차트에 표시합니다.

표 4.

횡단면 툴
횡단면 마커를 사용하려면, Object→ Cross Section 메뉴
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마커는 스윕
커브 트레이스가 있는 직교 차트에서 마우스를 따라 이동합
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클릭하면 설정됩니다. 마커
는 삭제될 때까지 동일한 차트에 남게 됩니다.
일단 설정이 되거나, 단축 메뉴에서 Calculate 옵
션을 선택하면 Marker
Tool
창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스윕 트레이스 (슬라이스 트레이스), 파라미터 트레
이스를 Z축으로 설정하고 X축에서 마커의 위치를 지정합니
다. Calculate 버튼을 클릭하여 횡단면 커브를 계산합니
다. 결과 데이터는 스크래치 패드에 저장되며, 원본 트레이
스가 있는 차트 옆의 차트에 표시됩니다.

그림 15.

마커를 생성하면, X축을 따라 마커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 하단에 있는 작은 삼각형으로 마커를 드래그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커 위치가 바뀌면 생성된 횡단면 곡선이 업
데이트됩니다.
단축 메뉴를 통해 횡단면 마커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Cross Section Marker Editor는 수직선의 색상
뿐만 아니라 다른 툴의 모드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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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ross Section Marker Editor

그림 17: Export Image Window

툴이 Preview 모드인 경우, 차트의 X축을 따라 마우스로
마커를 드래그하면 횡단면 커브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요약

Capture Trace 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마커 위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횡단 트레이스가 차트에 삽입됩니다. 트레이
스를 캡처하면 횡단면 커브를 다시 계산하여 수정하므로,
마커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In one chart box를 선택하면 모든 횡단면 커브가 하나의
차트에 삽입되며, 선택하지 않으면 각각에 대해 새로운 차
트가 생성됩니다.
Manual Insert 모드에서 횡단면 계산 없이 마커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SmartView의 분석 플롯을
일반적인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port Image 기능을 사용하면, 측정 주석이 있는 차트
를 여러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클립보드에 저장
하여 차트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직접 붙여넣을 수 있
습니다. Export를 사용하려면 “File->Export”를 선택
한
후
“To
Clipboard”
또는
“To
는 캔버스
File...”을 선택합니다. “To Clipboard”
영역의 비트맵을 클립보드에 두고, 비트맵을 채택하는 다
른 응용 프로그램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To
File…”에서 파일 이름과 형식을 선택한 다음, 캔버스를 선
택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BMP, JPEG, PBM, PGM, PNG, PPM, XBM, XPM, SV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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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View 대화식 측정 기능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편리
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다음/이전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단일 지점을 표시
• 스냅 그리드를 사용하여 두 지점을 표시
• X 마커를 사용하여 두 지점을 표시
• 차트에 표시되는 모든 트레이스의 Y 값
• 차트에 있는 모든 트레이스의 RMS, 최소/최대 (피크 대
피크), 적분, 도함수, 평균 값
• 파라미터 정보를 사용하여 단일 지점을 표시
• 커브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 스윕 커브 변수 파라미터
Marker Editor를 사용하여 마커의 색상, 글꼴, 텍스트 및 가
시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커 텍스트를 두 번 클릭하여 나
타냅니다. 선호하는 파라미터와 사용자의 설명을 표현할 수
있는 마커를 통해 SmartView는 데이터 주석을 이상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림 18: 측정 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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