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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설명  
 

  1.1 제품 특징 

     - (주)디웰전자에서 판매중인 온도센서 모듈의 간편 측정 가능.  

     - 사무실, 가정환경, 산업현장 어디에서든지 측정 가능. 

     - USB(Mini USB B type)만으로 전원 연결. 별도의 전원 인가 불필요. 

       (PC 연결이 아닐 경우 USB 포트가 달린 5V 500mA이상의 어뎁터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 PC와 연결하여 온도 확인, 차트 보기 및 측정 기록이 가능합니다.(PC 프로그램 무료 다운로드) 

     - PC 연결을 위해 별도의 드라이버를 다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2 제품 구성 

     제품 수령 후 구성품이 전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누락된 제품이 있으면 디웰전자로  

   연락 바랍니다. 

 

  1.3 구성품 

 

 
DW Testboard - 1EA 

 

 
 

USB MINI 5PIN CABLE 1.0M - 1EA 

 
UART&I2C 통신 제품 연결용 4pin cable - 1EA 

 
485 통신 제품 연결용 5pin cable - 1EA 

 

 
 

SPI 통신 제품 연결용 6pin cable - 1EA 

 

 

※ 위 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일부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디웰전자로 문의하여 추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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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설치 방법 
  

  ▶ DW Testboard 와 USB 케이블을 이용해 PC와 연결합니다. 

 

  ▶ 자동으로 디바이스 인식을 합니다. 

 

  ▶ 제어판 -> 시스템 -> 장치관리자 ->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확인 

      
 

  ▶ 정상적인 디바이스 인식이 완료 됐으면, 사용할 온도 센서 모듈과 DW Testboard를 연결해 주세요. 

     레이저 포인터가 지원되는 모델은 전원 연결시 눈을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 하십시오. 

 

  ▶ 쇼핑몰 페이지에서 PC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하십시오. 

     링크 : http://www.diwellshop.com 접속  

        → 카테고리 → 전자부품 → 센서/센서모듈 → 온도센서/모듈 → DW Testboard 제품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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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스트보드 사용법 

 3.1  메뉴 블록도 

   ▼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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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버튼 기능 설명 

   
   ▶ ESC : 측정 취소/ 상위 메뉴로 이동 

   ▶ DOWN & UP : 메뉴 전환/ 설정 수치 변경 

   ▶ ENTER : 메뉴 선택/ 측정 시작/ 레이저 ON 명령(레이저 지원 모델/ 온도 측정 중 동작) 

 

3.3  지원 모델 표 / 모델별 연결 위치  (※ 중요 ) 
LCD 표시 모델명 통신방식 방사율 변경 Laser 연결 위치 

0.DTPM Series DTPM11, DTPM81, DTPM151 SPI 가능 X C 

1. DTS Series 
DTS-L300-V2, DTS-SIL300-B 

SPI 불가능 X 
B 

DTS-SIL300-A, DTS-M300 C 

2. DTPML-SPI DTPML-SPI-81, DTPML-SPI-151 SPI 가능 O B 

3. DTPML-485 DTPML-485-81, DTPML-485-151 485 가능 O G 

4. CT-200/300-485 CT-200-485, CT-300-485 485 가능 X F 

5. CT-300-UART CT-300-UART UART 가능 X D 

6. DTPA-I2C-0801 DTPA-I2C-0801 I2C 불가능 X A 

7. DTPA-I2C-0808 DTPA-I2C-0808 I2C 불가능 X A 

8. DTPAL-UART1604 DTPAL-UART-1604 UART 불가능 O E 

9. DTPAL-485-1604 DTPAL-485-1604 UART 불가능 O G 

10. DTPA-I2C-1616 DTPA-I2C-1616 I2C 불가능 X A 

 ※ (B 와 C) 그리고 (D 와 E) 그리고 (F와 G) 는 각각 소켓의 모양만 다를 뿐 서로 포트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B와 C에 동시에 제품을 연결하면 안됩니다. (D와 E), (F와 G)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C에 연결하는 모델은 별도 핀헤더(2.54피치, 미제공)와 납땜을 하여 연결하셔야 합니다. 

 
  "H" LED 는 온도 측정이 시작되면 측정 주기에 맞춰 점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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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품 연결/ 테스트 보드 기능 조작 방법 

▶ CT-300-UART 모델 연결 방법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①번 화살표 방향으로 끝까지 당긴 후, 케이블을 삽입합니다. 

  당겼던 위치에서 놓으면 케이블이 고정되어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케이블을 제거할 경우 마찬가지로 ①번 화살표 방향으로 당긴 후, 케이블을 제거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의 케이블 색 순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케이블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드의 RX 실크 위치에 CT-300-UART의 TX인 파란색 선과 연결하면 됩니다. 

  보드의 TX 실크 위치에 CT-300-UART의 RX인 흰색 선과 연결하면 됩니다. 

  빨간색은 5V, 검은색은 GND 입니다. 

 

 
< CT-300-UART 케이블 연결 > 

 

▶ CT-300-485 모델 연결 방법 

  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결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의 케이블 색 순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케이블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드의 D+ 실크 위치에 CT-300-485 의 D+ (A) 인 파란색 선과 연결하면 됩니다. 

  보드의 D- 실크 위치에 CT-300-485 의 D- (B) 인 흰색 선과 연결하면 됩니다. 

  빨간색은 5V, 검은색은 GND 입니다. 

 

 
< CT-300-485 케이블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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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S-SIL300-A 모델 연결 방법(사용자의 납땜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별도 제공 없음.) 

  아래 표 방법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핀 헤더는 2.54 피치의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DTS-SIL300-A PCB 실크  DW Testboard  PCB 실크 

GND ↔ GND 

SCE ↔ CS 

SCK ↔ SCK 

SDI ↔ SDO, MOSI 

SDO ↔ SDI, MISO 

3.3V ↔ 3.3V 

 

 
 

▶ DTPM Series 모델 연결 방법(사용자의 납땜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별도 제공 없음.) 

  아래 표 방법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핀 헤더는 2.54 피치의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DTPM Series PCB 실크  DW Testboard  PCB 실크 

GND ↔ GND 

SCE ↔ CS 

SCK ↔ SCK 

SDI ↔ SDO, MOSI 

SDO ↔ SDI, MISO 

3.3V ↔ 3.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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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ON 방법 

  ※ 레이저 지원 모델만 해당 됩니다.(page5 의 지원 모델 표 참고) 

  온도 측정중에 ENTER 버튼을 누르면 LASER 가 동작합니다. 

  LASER 는 최초 전원 연결시 약 15-20초간 동작 후 자동 종료 되며, 별도 LASER 명령도 마찬가지로 

  약 15-20초간 동작 후 꺼집니다.  

  잦은 LASER 명령은 온도센서 통신의 update를 방해 하므로 위치 확인용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율 변경 방법 

 ※ 방사율 변경 지원 모델만 해당 됩니다.(page5 의 지원 모델 표 참고) 

 ※ 방사율에 관한 설명은 각 모델별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세요.  

 ※ 가급적 방사율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아래 그림의 좌측 메뉴에서 ENTER를 누르면 우측 메뉴가 보입니다. 

     
  우측 메뉴 상태에서 UP/DOWN 버튼을 누르면 10~100 범위로 수치가 변경 됩니다. 

  원하는 값으로 변경 후, ENTER 버튼을 누르면 모듈에 새로운 값을 Write 합니다. 

  만약, 방사율 0.9를 쓰고자 한다면 100을 곱한 90을 Write 하면 되며, 

       방사율 0.95를 쓰고자 한다면 100을 곱한 95를 Write 하면 됩니다. 

 

▶ ID 변경 방법 

 ※ 485 통신 지원 모델만 해당 됩니다.(page5 의 지원 모델 표 참고) 

 ※ ID 변경시 반드시 485 통신 라인에 모듈을 1대만 연결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의 좌측 메뉴에서 ENTER를 누르면 우측 메뉴가 보입니다. 

     
  우측 메뉴 상태에서 UP/DOWN 버튼을 누르면 1~200 범위로 수치가 변경 됩니다. 

  원하는 ID 로 변경 후, ENTER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ID로 Write 합니다. 

 

▶ 다른 번호의 ID 통신하는 방법 

  2번의 ID와 통신하고 싶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변경한 ID를 잊었을 경우 새로운 ID를 다시 Write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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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ay type 센서 모듈 측정 시 LCD 출력 픽셀 변경법. 

 

 측정이 시작 되면 아래의 화면이 우선 보여집니다. 현재 센서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위 화면에서 UP 버튼을 누르면 Pixel0 과 Pixel1의 온도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한번 더 UP 버튼을 누르면 Pixel2 와 Pixel3 의 온도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반대로 DOWN 버튼을 누르면 UP과의 반대 픽셀 순서대로 온도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이로써 전체 픽셀의 데이터를 LCD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LCD 화면의 물리적인 표현 한계상 전체적인 픽셀 데이터를 한번에 보기에는 불편합니다.  

   PC 프로그램과 병행으로 확인하면 편하고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DTPA-I2C-1616 모델은 픽셀 데이터가 256개로 픽셀 위치와 온도데이터를 동시에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소수점 이하 온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프로그램과 병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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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 프로그램 사용법 

 4.1 프로그램 실행 초기 화면 

 
 

 ▶ DW Testboard 가 정상 연결 됐으면, 좌측 상단의 USB Connection 에 "connected" 문구가 뜹니다. 

 

 ▶ PC 에서 별도 메뉴 조작은 없습니다. ( 단, 측정기록저장 및 열화상 이미지 제어 제외 ) 

    DW Testboard에서 조작하는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PC의 화면이 바뀝니다.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TempModuleLog 폴더에 각 모델별 온도 측정 로그 파일 저장을 위한  

   폴더가 자동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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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ingle type 센서 모듈 측정 화면  

 
 

4.3 Array type 센서 모듈 측정 화면  

  ▶ DTPA-I2C-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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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PAL-485-1604/ DTPAL-UART-1604 

 
 

▶ DTPA-I2C-0808 (2016. 8월 기준 미출시 제품으로 추후 판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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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PA-I2C-1616 (2016. 8월 기준 미출시 제품으로 추후 판매 예정입니다.) 

 
 

▶ 데이터 분석 화면 설명 

 

센서 모듈 자체의 온도를 나타냅니다.(센서를 감싸고 있는 공기의 온도) 

 

전체 픽셀 온도 데이터 중 가장 높은 온도 수치를 나타냅니다. 

 

전체 픽셀 온도 데이터 중 가장 낮은 온도 수치를 나타냅니다.  

 

픽셀 온도 데이터 전체의 평균 수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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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픽셀 데이타 출력 순서  

  ※ 화살표 순서대로 출력 됩니다.(txt 파일 분석 시 참고) 

 

▶ DTPAL-485-1604, DTPAL-UART-1604 모델 

위 데이터 기준 픽셀 출력 순서는 : 25.7 25.7 26.1 25.5 26.6 26.2 순으로 출력합니다. 

 

▶ DTPA-I2C-0808 모델  

 
 

▶ DTPA-I2C-1616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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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열화상 이미지 제어  

 

 ▶ Interpolation 적용에 따른 열화상 이미지  

 

      
                        < 적용 >                             < 미적용 > 

 

 ▶ 영상 좌우 반전 

 

        
                    <좌우 반전 적용 >                     < 좌우 반전 미적용 > 

 

 

▶ 열화상 이미지 표현 범위 조정 

 

     
 

  - MIN 은 표현 가능한 최소 온도를 설정합니다. 

  - Max 는 표현 가능한 최대 온도를 설정합니다. 

  - 예로, 위의 설정은 24 ~ 50 까지의 온도 범위 까지만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온도는 검은색이나 하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측정시 "Image Window" 화면에 검정색이나, 하얀색만 나온다면 위의 표현 범위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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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측정된 온도 데이터 실시간 저장 방법. 

 ▶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 생성되는 폴더에 각 모델별 txt 파일로 저장됩니다. (폴더 생성은 page10참고) 

 ▶ 온도 측정 중 PC 프로그램 하단의 record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 표시와 함께 

   실시간으로 측정 기록이 저장됩니다. 

   파일명은 체크 박스를 클릭한 시간으로 저장됩니다. 

 

  - 데이터 저장 안 함. 

     
 

  - 실시간 데이터 저장 가능. 

     
 

 ▶ 특히, Array type의 센서 모듈은 single type 보다는 저장 해야 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C드라이브의 여유 공간을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 DTPAL-485-1604, DTPAL-UART-1604 모델의 경우 (제품별로 다릅니다) 

      1 시간 저장 : 약 4MB 

      3 시간 저장 : 약 12MB 

   

4.7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 text 파일은 픽셀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면 셀 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 픽셀의 위치 파악이 쉽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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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엑셀을 실행합니다. 

 4-7-2. office 단추 클릭 후 "열기" 를 누릅니다. (메뉴 구성은 엑셀 버전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7-3. 파일이 저장 된 위치로 이동합니다. 

 4-7-4. 처음에는 폴더 내에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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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우측 하단의 "모든 Excel 파일" 을 클릭하면 새로운 드롭메뉴가 나옵니다. 

          메뉴에서 "모든 파일(*.*)" 을 선택 하면 txt 파일이 보입니다. 

          해당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누릅니다. 

 
 

 
 

  4-7-6. "구분 기호로 분리됨" 선택 후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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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구분 기호에서 "공백" 만 체크 후 "마침" 버튼을 누릅니다. 

 
 

   4-7-8. 정상적으로 불러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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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사항 
   ▶ 온도 측정 중 온도 센서 모듈을 임의로 제거하지 마십시오. 

     (즉, DW Testboard 의 STATUS LED가 깜박이는 중간에는 모듈의 연결/ 제거 동작을 금지합니다.) 

   ▶ 통신중 온도 센서 모듈 연결/제거시 꼭 ESC 키를 먼저 눌러 통신을 중지 시킨 후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 센서 모듈에 맞는 모델명을 선택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 DW Testboard 를 PC와 최초 연결 시 환경에 따라 인식에 1분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윈도우 프로그램은 Windows7 32bit/64bit, Windows10 32bit/64bit 전부 실행이 가능합니다. 

     (window XP 도 실행은 가능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리눅스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6. 고장 유무 확인 사항 
증  상 조  치 

USB 연결을 하여도  

LCD 화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1. Power LED가 들어오는지 확인 바랍니다. 

2. 본 문서 2page의 그림을 참고하여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장치관리자에서 제품 인식 확인이 안될 경우 당사로 문의 주십시오. 

4. 제품 인식이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면, LCD 불량이거나 무전원 USB  

   허브 사용으로 인한 전류 부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본체 USB에 바로 연결하시거나, 유전원 허브를 사용 바랍니다.) 

온도 데이터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환경에서의 사용은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한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센서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 

 2. 제품에 히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행위. 

 3. 한여름 또는 한겨울에 외부에 있던 제품을 실내에서 바로 측정할 경우. 

   (상온에서 최소 30분~1시간 정도 안정화 시간을 갖은 후 측정) 

 4. 측정 중 취소를 하지 않고 온도센서모듈을 제거 후 재 연결 할 경우. 

제품 통신 중 리셋 또는 

멈춤 현상이 있습니다. 

1.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과 케이블 연결 위치가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2. I2C 통신 제품은 통신 문제 발생시 Testboard가 자동으로 리셋 됩니다. 

2개 이상의  

온도센서모듈을  

연결했습니다. 

1. 통신방식이 겹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485 통신 제외) 

  예1 ) DTPM 제품을 연결한 상태에서 DTS 제품을 연결한 경우   

     → SPI 통신이 겹치므로 사용 불가 입니다. 

  예2 ) I2C 통신 제품과 SPI 통신 제품을 동시 연결한 경우 

     → 통신 방식이 겹치지 않으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2. 485 통신은 멀티 통신이 가능하므로 ID 만 겹치지 않는다면 

 중복 연결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 복수 연결 상태에서 ID를 쓰면 안됩니다. 

PCB 의 STATUS LED 가 

깜박이는데 온도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1. STATUS LED 는 마스터의 Request 명령시에 점멸을 반복합니다. 

2. 따라서 통신 성공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제품 연결이 정상인지 확인 바랍니다. 

LCD 문자가 깨져서  

출력됩니다. 

1. 제품의 전원을 차단(USB 제거) 후 재 연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증상이 동일하면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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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연결 시  

"USB 포트 전원이 불안

정 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뜨면서 

장치 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 ※ 매우 중요 ) 

A : 센서 모듈이 연결 돼 있는 상태에서 PC에 연결했을 경우 

  1. 센서 모듈의 연결을 해제 후 PC에 다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센서 모듈을 제거 했을 경우 PC에 정상 인식이 된다면  

    센서 모듈 연결 오류로 인한 전원부 쇼트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테스트 보드 구매시에 기본 제공 되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해당 모듈에 맞는 위치에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임의로 케이블을 제작하여 모듈 연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USB 포트 및 PC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가급적 기본 제공되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B : 센서모듈 없이 테스트보드만 PC에 연결했을 경우 

  1. 무전원 허브에 연결하였는지 확인 바랍니다. 

  2. USB허브에 전류소비가 큰 제품들과 같이 연결 했는지 확인 바랍니다. 

   ( USB를 통한 충전, 영상장비 연결, USB 외장하드연결, USB 히터,  

    USB 선풍기, USB 미니 냉장고 등등)  

 

C : 본 메뉴얼 5page의 그림에서 "C" 에 해당되는 모듈을 연결 했을 경우. 

  1. "C" 의 연결을 위한 케이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납땜 연결이 필요하므로 page 7을 참고하여,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사용자의 연결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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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Information 
 

 manufacturer  : Diwell Electronics Co., Ltd. <(주)디웰전자> 

 Phone : +82-70-8235-0820 

 Fax : +82-31-429-0821 

 Technical support : expoeb2@diwell.com, dsjeong@diwell.com 

 

 

 

 

 

 

 

 

 

 

 

 

 

 

 

 

 

 

▶ Revision History 
 

Version Date Description 

1.0 2016-8-12 First version is released. 

   

   

 


